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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석탄 추방의 두 가지 흐름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1)(2)(3)(4) 석탄발전은 종말을 향해가는 두 가

지 흐름을 보이고 있다.

1.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축소: 유례없는 확장이 계속되던 10년

이 지나고, 2016년 전 세계적으로 계획중인 석탄발전용량은 급

격히 감소했다. 이는 중국과 인도의 정책 및 경제 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5) 

2.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대체 에너지에 대한 선호가 늘어

나면서 유럽과 북미 지역의 오래된 석탄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

쇄되고 있다.(6)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줄어드는 동시에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가 

가속화하면서 향후 수십 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석탄 시대를 마감

할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신규 석탄발전 계획이 축소

되거나 기존 석탄발전소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폐쇄되고 있는 

국가(지역)의 상황을 개괄해 보여준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축소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건설 전 계획 단계의 석탄

발전 총량이 1,089,671MW에서 569,601MW로 줄어들었다. 

48%(519,970MW)가 감소한 것이다. 감소의 90%는 중국(73%)

과 인도(17%)에서 일어났다. 두 나라 모두 그 동안 석탄화력발전소

를 과도하게 많이 지었고, 이는 낮은 설비 가동률로 이어졌다. 이 보

고서에 자세히 기술돼 있듯이, 중국 국가에너지관리국(NEA)과 국

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석탄발전소 허가와 건설과 관련한 새

로운 정책 규제들을 마련했다. 특히 2015년~2016년 건설 허가가 

85% 감소했다.(7)(8)(9)(10)(11)

인도는 자금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건설 전 단계의 석탄발전 계

획 축소를 유도했다. 인도에서 석탄발전은 감소하는 부하율과 급

성장하는 재생가능에너지 틈새에서 위축되는 중이다. 재생가능에

너지의 발전 비용이 낮아지면서 신규 투자는 점점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 외국 자금도 이런 흐름을 돕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이 인도의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해 인도의 파워그리드코퍼레이션

(Power Grid Corporation)에 투자한 1억7,500만 달러, 일본 소프

트방크(Softbank)가 대만 폭스콘(Foxconn), 인도 바르티엔터프라

이즈(Bharti Enterprises)와 협력사업을 위해 투자한 200억 달러, 

EDF가 인도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한 20억 달러 등이 

여기 포함된다.(12)

지난 5년 동안 매해 전 세계 신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용량은 신

규 석탄발전용량을 초과했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13)(14)

UN 환경기구, 프랑크푸르트 스쿨-UNEP 협력 센터(the Frankfurt 

School-UNEP Collaborating Centre),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 세

계에서 추가된 신규 발전용량의 55%는 청정 에너지가 차지했다. 

또 청정 에너지에 대한 총 투자 금액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발전사

업에 대한 투자금의 두 배에 달했다. 이러한 성장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메가와트 당 소요되는 평균 비용이 10% 감소하고, 그에 따

라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가능하게 되었다.(15)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가속화

최근 몇 년간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급증했다. 점점 더 많은 국

가(지역)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탈석탄을 실현하고 있다.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해 탈석탄을 이뤘거나, 앞으로 중단할 계획

을 가지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 오스트리아 (2025) 

• 베이징 (2017)

• 벨기에 (2016)

• 베를린 (2030)

• 캘리포니아 (2014)

• 캐나다 (2030)

• 코네티컷 (2021)

• 델리 시 (2018)

• 핀란드 (2030)

• 프랑스 (2023)

• 하와이 (2022)

• 매사추세츠 (2017)

• 뉴멕시코 (2030)

• 네덜란드 (2030)

• 뉴욕 주 (2020)

• 뉴질랜드 (2022)

• 온타리오 (2014)

• 오레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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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보조금을 받지 않은 균등화 발전단가(LCOE) – 
풍력 / 태양광 PV (실제원가), 자료 출처 : Lazard, “Levelized Cost of Energy 
Analysis 10.0,” 15 December 2016 at http://bit.ly/2p2WGZq

• 포르투갈 (2030)

• 스코틀랜드 (2016)

• 스웨덴 (2030)

• 영국 (2025)

• 워싱턴 주 (2025)

이미 탈석탄을 실현했거나 거의 실현한 지역, 신규 석탄발전소 건

설을 중단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알바니아

• 벨라루스

• 엘살바도르

• 가나

• 라트비아

완전한 탈석탄을 계획 중인 나라들에 더해, 다른 나라들은 석탄발

전소 폐쇄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폐쇄를 추진 중인 곳도 

있고 개별 사업체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곳도 있다. 2017년 3월 인

도의 피우시 고얄(Piyush Goyal) 에너지장관은 25년 이상 된 석

탄발전소 190개(55,000MW 규모)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16) 

2017년 4월 기준, 미국에서는 각 사업체가 내린 폐쇄 결정으로 

2010년 이래 114,500MW 규모의 석탄발전용량이 감축됐거나, 

감축될 예정이다.(17)

균등화발전단가(LCOE)
 / MWh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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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2012년~2016년에 세계 신규 석탄 및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용량(MW). 
재생가능에너지원에는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이 포함된다. 자료 출처 : Global Coal Plant Tracker (2017
년 7월) 및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A),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용량 통계 2017”.

석탄 재생가능에너지

감소하는 비용,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추가 가속화

그림1은 대규모(utility scale) PV,  상업용 PV, 육상 풍력발전에 대

해 보조금 없이 들어가는 균등화 발전단가를 시기 별로 보여준다. 

이 그림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반비례

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용량이 증가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6년 12월 기준, 육상풍력발전의 균등화 발전단가는 MWh 당 

32~62달러, 유틸리티 박막 PV의 경우 MWh당 46~56달러였다. 

미국의 공급원료 및 비용을 기준으로 한 석탄발전 발전단가는 60

달러 이상이었다. (17) 

남아시아에서는 태양에너지 비용이 이보다 더 낮게 책정된다. 

2017년 2월,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에 있는 

750MW 규모의 레와(Rewa) 태양광발전소 건설 경쟁입찰에서 최

종 선정된 세 업체(Mahindra Renewables, Acme Solar, Solen-

ergi Power)는 kWh 당 2.97루피 (0.0459달러) 이하로 가격을 제

시했다. 이처럼 나날이 하락하는 청정에너지의 비용은 석탄발전 개

발자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가격 하락 속도도 매우 빠르다.  최

종 낙찰가가 불과 한 해 전보다 32%나 하락한 것이다. 작년 가격도 

재작년에 비해 25% 하락한 수치다.(18)

이처럼 청정 에너지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하자 석탄발전 계획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개발자들이 “좌초자산”으로 큰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28일, 인도의 국유 전력회사 

NTPC는 쿠지(Kudgi) 석탄발전소에 두 기의 초임계 발전설비를 지

어 1,600MW를 확장하려던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코노믹타임즈 지는 관료들이 “관세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할 때 

태양광 발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도의 에너

지 장관 피우쉬 고얄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인도의 

태양광 설비용량은 1만MW을 넘어섰고, 앞으로 15개월 후에는 이 

수치가 2만MW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는 10만MW에 

다다를 겁니다.”(19) 뒤에 나오는 인도 현황에서 자세히 볼 수 있겠지

만, 지금 인도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석탄발전소 건설이 13개 프로

젝트에 멈춰 있다.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자금을 석탄에서 태양

광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도 태양광 가격은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지만, 다른 곳에

서는 연일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이 보고되고 있다. 2016년 2월, 미 

캘리포니아주의 팰로앨토(Palo Alto) 시는 윌소나솔라(Wilsona 

Solar) 프로젝트에서 헤카타에너지(Hecata Energy) 사와 25년간 

26MW의 태양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가격은 kWh당 

0.37달러였다.(21) 아부다비에서는 2016년 9월 징코솔라(Ji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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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 사가 350MW의 태양에너지에 대해 kWh당 0.0242달러의 

입찰가를 제시했다. 이는 칠레 0.0291달러, 두바이 0.0299달러라

는 이전 기록을 갱신한 수치다.(23)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풍력도 인도의 에너지 입찰 시장에서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2017년 2월, 인도 유한회사(India Ltd)의 

솔라에너지코퍼레이션(Solar Energy Corp.)은 1,000MW에 대해 

kWh당 3.46루피(0.053달러)의 가격 제안을 받았다.(22) 또한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풍력 판매 계약의 균등화된 장기 

가격 평균이 kWh당 0.02달러로 떨어졌다.(24) 

그림 2에서 보듯, 신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용량은 지난 5년간 매

년 신규 석탄발전소 설비용량을 초과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태양광 PV와 풍력발전 비용이 계속해서 떨어지

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분야가 석탄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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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Tim Buckley, “A Momentous Solar Event,” Institute for Ener-

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at http://bit.ly/2nrwt73

(20)  “NTPC may drop further expansion plans of Kudgi thermal 

project in Karnataka,” The Economic Times, 28 March 2017 

at http://bit.ly/2p384of 

(21)  James Ayre, “Palo Alto, California, Approves Solar PPA with 

Hecate Energy at $36.76/MWh! (Record Low),” Clean Tech-

nica, 23 February 2016 at http:// bit.ly/2o6C124 

(22)  Anthony Dipaola, “Cheapest Solar on Record Offered as Abu 

Dhabi Expands Renewables,”  Bloomberg, 19 September 

2016 at https://bloom. bg/2p3D1sy 

(23)  Anindya Upadhyay, “Wind Power Costs Plunge in Asia’s First 

Auction for Contracts,” Bloomberg, 24 February 2017 at 

https://bloom.bg/2p3vcD2 

(24)  Ryan H. Wiser and Mark Bolinger, “2015 Wind Technologies 

Market Report,” US Department of Energy, August 2016 at 

http://bit.ly/2o6tp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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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현황 사실상 탈석탄, 
석탄발전 제안 전면 취소

설비용량 (전체) 2,151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85%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12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12 MW (3)(4)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없음

정책 방침 

알바니아는 12MW의 소량 석탄발전을 제외하고 사실상 탈석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nel사가 Porto Romano에 2,000MW 

규모의 석탄발전용량을 건설하고자 제시한 계획은 2년간의 논의 

후 취소되었다.(4)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Besar Likmeta, “Government Plans Huge Infrastructure 

Investment at Porto Romano,” Balkan Insight, 14 July 2014 at http://

bit. ly/2ofdYS1

오스트리아

현황 2025년까지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22,150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69%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1,351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635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53% 감소

정책 방침 

오스트리아는 2000년 석탄발전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Zeltweg 발전소(137MW)가 2001년, Voltsberg 발전소가 2006

년, Timelkam발전소(66MW)가 2008년, Riederbach발전소 1

호(55MW)가 2010년, St. Andrae 발전소(248MW)가 2011년, 

Duernrohr 발전소 1호가 2015년에 각각 폐쇄되었다.(3) 2015

년 11월, 오스트리아의 전력공급업체 Oesterreichs Energie

는 2025년 말까지 오스트리아에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 

세 곳(Riedersbach II, Mellach, Durnohr)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4)(5)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Austria to close coal plants by 2025, worth up to 1.5m tCO2e,” 

ICIS, 23 November 2015, at http://bit.ly/2nltsFk 

(5)  Fred Lambert, “6 major countries have recently announced 

imminent phase-out of all coal-fired power plants,” Electrek, 25 

November 2016 at http://bit.ly/2nLpVeO

베이징

현황 2017에 탈석탄

설비용량 (전체) 9,808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12%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3,245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0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100% 감소

정책 방침

지난 3년간 베이징은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탈석탄을 이루었다. 2014년에는 가오징(高井) 발전소(600NW), 

2015년에 베이징 징넝(京能) 발전소(150MW), 2015년에 시징샨

(石景山) 발전소(800MW), 2015년에 베이징 이얼(熱) 발전소

(400MW), 2016년에 후안넝(華能) 베이징 발전소(845MW)를 

폐쇄하였다.(3)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1UCQKwg

국가 및 지역 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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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현황 탈석탄, 모든 석탄발전 제안 
취소됨

설비용량 (전체) 9,896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1%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0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0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없음

정책 방침 

벨라루스는 탈석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Lelchitsy 발전소

(400MW)와 Zelwa 발전소(1,000MW)의 두 개 프로젝트가 

계획되었으나 진전 없이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Lelchitsy power station,” SourceWatch at http://bit.ly/1vlUQl5

(5) “Zelwa power station,” SourceWatch at http://bit.ly/2pi6xr1

벨기에

현황 2016년에 탈석탄

설비용량 (전체) 18,835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19%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2,000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0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100% 감소

정책 방침 

벨기에의 탈석탄은 개별 발전소들이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이루어졌다. 2010년에 Mol 발전소, 2012년과 2013년에 Ruien 

발전소, 2013년에 Arwirs발전소, 2016년에 Genk-Langerlo

발전소가 폐쇄되었다.(4)(5)

References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February 2017 at http://bit.ly/2yEQY5j

(4)  "Belgium kicks the coal habit," Greenpeace, April 1, 2016 at 

http://bit.ly/2nlw4D8

(5)  “Genk-Langerlo power station,” SourceWatch, at http://bit.

ly/2nlwQjk

베를린

현황 2030년에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2,863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36%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1323.6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1080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18% 감소

정책 방침

2017년 5월, 베를린 시는 2017년 말까지 갈탄 사용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식하겠다고 발표했다.(4)(5)(6)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July 2017 at http://bit.

ly/2hBWMSf

(4)  “Berlin advances coal phase-out,” press release 11 May 2017 at 

http://bit.ly/2hBNxS6

캘리포니아

현황 2014년에 주 내의 석탄발전 
종식. 2025년까지 석탄발전 
전력 수입 중단 예정.

설비용량 (전체) 78,781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41%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452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0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100% 감소

정책 방침

캘리포니아는 주 전력 공급처가 캘리포니아인 네바다의 Mahave 

발전소(1,636MW)가 폐쇄된 2005년부터 석탄발전을 감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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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4) 캘리포니아가 2006년~2016년에 감축한 석탄 전력은 

3,463MW에 달한다.(캘리포니아 내에서 생산한 전력 및 다른 주에서 

수입한 전력 모두 포함)(5) 이 기간 동안 감축된 석탄발전용량에는 

2012년~2014년에 폐쇄된 캘리포니아 마지막 석탄발전소들도 

포함된다. - Hydrogen Energy California (62MW), Stockton 

Cogeneration Facility(60MW), Mt. Poso Cogeneration Plant 

(38 MW), Rio Bravo Jasmin Power Plant (38 MW), Rio Bravo 

Poso Power Plant (60 MW).(6) 캘리포니아가 탈석탄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상원법안 1368이 위임하고, 공공 시설이 소유하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기초부하 전력 발전에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이행 표준(EPS) 덕분이다.(7) 아직 남아 있는 석탄발전 전력 

수입은 2025년에 완전히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8)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1UCQKwg

(4)  “Mohave Generating Station,” SourceWatch, accessed April 

2017 at http://bit.ly/2nnMtH3

(5)  “Coal-Fired Power in Steady Decline in California Since 2005,”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12 December 2016 at http://bit.

ly/2nnQZ8n

(6)  Global Coal Plant Tracker, February 2017 at http://bit.

ly/1UCQKwg

(7)  “SB 1368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at http://bit.ly/2no34KO

(8)  “Actual and Expected Energy From Coal for California - 

Overview,”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3 November 2016 at 

http://bit.ly/2nnUZGe

캐나다

현황 2030년까지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143,427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63%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16,368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9,809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40% 감소

정책 방침

2016년 11월 21일, 캐서린 맥케나 환경부장관은 2030년까지 

캐나다에서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석탄발전소가 있는 4개 주와 협력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캐나다의 목표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9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다.(4)(5)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Paul Vieira and Judy McKinnon, “Canada Aims to Fully Phase Out 

Coal Power by 2030,” Wall Street Journal, 21 November 2016 at 

http://bit.ly/2nlwQjk

(5)  “Canada plans to phase out coal-power electricity by 2030,” The 

Guardian, 21 November 2016 at http://bit.ly/2nlshFC

중국

현황 석탄발전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조치 이행 중

설비용량 (전체) 1,650,000 MW (2)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수력 332,110MW 
풍력 148,640MW 
태양광 77,420MW (2)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648,972 MW (1)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942,590 MW (2)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45% 증가

정책 방침

중국의 석탄발전은 지난 20년간의 급성장을 뒤로 하고 2011년에 

속도를 늦춘 데 이어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이 늘어난 결과다. 그간 

석탄발전은 감소세인데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신규 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해 왔다. 결국 발전용량이 초과하여,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기에 이르렀다.(3)

이 같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2016년과 2017년에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1.  2016년 3월 17일, 석탄발전용량이 심각하게 초과된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와 국가에너지국(NEA)은 석탄발전 개발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내용이 담겨 

있다. - 1) 자격 없는 석탄 프로젝트 허가 취소, 2) 2017년 

이후 신규 프로젝트 승인의 지연, 13개 성(省) 및 기타 지역 

단위에 신규 설비용량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요구, 3) 위 

지역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15개 성/지역에 승인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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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착공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미루도록 요구. 주거용 난방 및 

전력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와 다른 성/지역에 전력을 수출하기 

위한 석탄 프로젝트, 혁신 지역과 빈곤 지역에서 빈곤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현재 허가받거나 건설 중인 석탄 프로젝트 중 170GW 

규모가 중단될 것으로 추측된다. http://www.sdpc.gov.cn/

gzdt/201604/ t20160425_798991.html

2.  전반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NEA는 같은 날 석탄거품경보 

시스템(Coal Bubble Alert System)을 발표하며, “신호등” 

시스템이라 불리는 석탄전력계획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각 성은 자기 지역 내 석탄발전 

전력의 수익성,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석탄 설비용량, 물이나 공기 

같은 “자원 제약”을 근거로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세 요인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후, 각 성은 석탄발전 개발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색깔을 부여받는다. 빨간색은 신규 석탄 프로젝트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고, 오렌지색은 지역 정부 및 

석탄업체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녹색은 신규 

석탄발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019년 대상 경보에서 장시(江

西), 안후이(安徽), 하이난(海南)성은 녹색을 받았고, 허베이(河

北)성은 오렌지, 나머지 26개 성은 모두 빨간색을 받았다. 이들 26

개 성은 불필요한 석탄 설비용량에 대한 승인을 중단해야 한다.  

http://www.jsdpc.gov.cn/zixun/tzgg_1/201605/

P020160506368498872942.pdf

3.  2016년 4월 18일, NDRC와 NEA는 낡고 더러운 기술을 

사용하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2010~2015) 동안 노후 석탄발전용량 28GW가 단계적으로 

폐쇄되었는데, 앞으로 있을 제13차 계획 기간(2016~2020)

에는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각 성이 

노후 발전소 폐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50~300MW 규모의 

작은 발전소는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전체 

노후 발전용량 폐쇄 목표는 20GW이다. http://www.jsdpc.gov.

cn/zixun/tzgg_1/201605/P020160506362298246752.

pdf

4.  2016년 9월 13일, NEA는 계획은 되었으나 자격이 없는 

석탄발전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하며 취소 결정을 밝혔다. 

여기에는 9개 성에 위치한 15개 예정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는데, 

총 설비용량은 12.4GW에 달한다. http://zfxxgk. nea.gov.cn/

auto84/201609/t20160923_2300.htm

5.  2016년 10월 10일, NEA는 3월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석탄발전 개발을 규제하는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26개 성에서 내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신규 프로젝트의 건설 승인과 착공 보류를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석탄사업에 큰 위기를 불러왔다. 또 특정 

전력 생산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생산하는 전력 

규모를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도록 강제했다. 단, 주거용 

난방 및 전력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예외로 하였다. http://

zfxxgk.nea.gov.cn/ auto84/201610/t20161020_2311.

htm

6.  2016년 11월 7일, NEA가 발표한 중국 전력 제13차 5

개년 계획은 2020년까지 석탄 설비용량 상한선(cap)을 

1,100GW로 정했다. 2020년 내에 이 상한선을 맞추려면 

이미 승인된 석탄발전 프로젝트 150GW 규모의 건설이 

중단되어야 한다. http://www.sdpc.gov.cn/gzdt/201612/

P020161222582159692449.pdf

7.  2017년 1월, NEA는 13개 성에 공문을 보내 설비용량 120GW 

이상의 발전소를 100개 넘게 지목하며, 계획 및 건설 보류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특정 전력 생산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수출 가능한 전력량에 재한을 두는 “규모 통제”를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참고 문헌

(1)  2010 power sector statistics, 

http://www.cec.org.cn/guihuayutongji/tongjxinxi/

niandushuju/2013-04-19/100588.html

(2)  2016 power sector statistics, 

http://www.cec.org.cn/guihuayutongji/tongjxinxi/

niandushuju/2017-01-20/164007.html

(3)  Lauri Myllyvirta and Xinyi Shen, “Burning Money: How China 

could squander over one trillion yuan on unneeded coal-fired 

capacity,” Greenpeace, July 2016 at http://bit.ly/2bAIT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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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현황 2021년까지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9,687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614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400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35% 감소

정책 방침 

코네티컷의 석탄 설비용량은 2011년 AES Thames 발전소

(213MW) 폐쇄 이후 감소해 왔다.(1) 코네티컷 주에서 운영 중인 

마지막 석탄발전소 Bridgeport Harbor 발전소는 2021년까지 

폐쇄 예정이다.(2)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1UCQKwg

(4)  Gregory B. Hladky, “Connecticut’s Last Coal-Fired Power Plant 

to Be Closed,” Courant Community, 12 February 2016 at http://

cour.at/2p2oJby

델라웨어

현황 발전소 별로 하나씩 
탈석탄 중

설비용량 (전체) 3,528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1%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1,097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445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59% 감소

정책 방침 

델라웨어의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2010년에 Edge Moor 발전소

(698MW)가 폐쇄되면서 감소해 왔다. 2013년, 2014년에는 

인디안 리버 발전소 1~3호(338MW)가 폐쇄되었다. 델라웨어에서 

마지막으로 운영 중인 곳은 Indian River 발전소 4호(442MW)

이다.(4)(5)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1UCQKwg

(4) “Edge Moor Power Plant,” SourceWatch at http://bit.ly/2okayOr

(5)  “Indian River power station,” SourceWatch at http://bit.

ly/2okbbHH

델리(시)

현황 델리 시 내 마지막 남은 주요 
발전소 2018에 폐쇄 예정

설비용량 (전체) 4449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57%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1102.5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705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36% 감소

정책 방침 

가까운 거리에 다수의 석탄발전소가 남아있는 반면, 델리 시 안의 

마지막 발전소인 Badarpur발전소는 2018년에 폐쇄 예정이다.(4)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Badarpur power station,” SourceWatch at http://bit.ly/2yEQImL

덴마크

현황 석탄에의 의존도를 낮추는 중

설비용량 (전체) 10,662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5%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4619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2837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39% 감소

정책 방침

풍력 발전 분야에서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덴마크는 2004년 이후 석탄발전을 꾸준히 축소해 

나가고 있다. Amager 발전소 1, 2호는 2004년, 2010년에, 

Studstrup 발전소는 2015년에, Stigsaes 발전소는 2006년과 

2012년에 각각 폐쇄되었다.(3) 덴마크 에너지 기업 DONG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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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에너지믹스에서 석탄을 없애기로 약속했다.(4) Asnaes 

발전소(1052MW)는 2018년까지 석탄에서 바이오매스로(5), 

Amager 발전소(263MW)는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6) Nordjylland 발전소(716MW)와 Fyn 발전소

(362MW)의 두 주요 발전소는 석탄발전 감축 없이 운영된다.(7) 

한편, Bornholm의 섬에 있는 37MW 규모 발전소는 석탄, 석유, 

우드칩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8)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Sam Grover, “Danish energy giant commits to phasing out 

coal by 2023,” Treehugger, 2 February 2017 at http://on.wsj.

com/2nloMPu

(5)  “One step closer to a green future for Asnaes Power Station,” 

21 December 2015 at http://bit.ly/2ojRmjh

(6) “Amagervaerket,” HOFOR, accessed April 2017

(7) Global Coal Plant Tracker, February 2017 at http://bit.ly/2yEQY5j

(8)  Jacob Østergaard and John Eli Nielsen, “The Bornholm Power 

System: An overview,” Centre for Electrical Technology, May 

2010 at http://bit.ly/2p2mVPM

엘살바도르

현황 탈석탄 완료. 계획된 
석탄발전 모두 취소

설비용량 (전체) 1,892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46%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0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0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없음 

정책 방침

2009년에 계획되었던 AES Fonseca 발전소(220MW)는 예상 

비용이 두 배로 증가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건설이 

지연되었다. 이후 2011년 4월, 엘살바도르 주도 La Union은 신규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후 2012년에 금지령을 

확인하였고, 결국 발전소 계획은 폐기되었다.(4)(5)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La Union prohibe inversiones energeticas," El Mundo, 15 

February 2012 at http://bit.ly/2oigE12 

핀란드

현황 2030에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18,441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4%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3,347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2,119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37% 감소

정책 방침 

석탄발전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 온 핀란드에서는 1994년 이래 

신규 설비가 건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3, 2012, 2014, 

2015년에는 기존 발전소가 폐쇄되었다.(3) 2016년 11월 핀란드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바이오연료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4)(5)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Alexandra Sims, “Finland Plans to Completely Phase Out Coal 

by 2030,” The Independent, 25 November 2016 at http://ind.

pn/2nm171s

(5)  Fred Lambert, “6 major countries have recently announced 

imminent phase-out of all coal-fired power plants,” Electrek, 25 

November 2016 at http://bit.ly/2nLpV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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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현황 2030년에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126,229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30%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7,484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3,286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56% 감소

정책 방침

프랑스는 2013년부터 탈석탄을 시작해, Provence 발전소 4호 

(250MW), Blenod 발전소 2호 및 4호 (500 MW), Hornaing-B 

발전소(240 MW), Le Havre-2 발전소 1호 및 2호가 모두 2013

년에 폐쇄되었다. 이듬해 Blenod 발전소 3호 (250 MW)와 Lucy-

3 발전소(270 MW)가 폐쇄되었고, 2015년에는 Emile-Huchet 

발전소 4호 및 5호 (468 MW), Le Maxe 발전소(500 MW), 

Bouchain 발전소(250 MW), Vitry 발전소(540 MW)가 차례로 

폐쇄되었다.(3) 올랑드 대통령은 2016년, 남아 있는 석탄발전소를 

2023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4)(5)(6)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Jameson Dow, “France is serious about carbon: will stop using 

coal by 2023, might carbon tax US goods if US pulls out of 

climate agreements,” Electrek, 17 November 2016 at http://bit.

ly/2nLgGeC

(5)  Charlotte England, “France to Shut Down All Its Coal-Fired 

Power Plants by 2023,” The Independent, 17 November 2016 

at http://ind.pn/2nLE2AK

(6)  Fred Lambert, “6 major countries have recently announced 

imminent phase-out of all coal-fired power plants,” Electrek, 25 

November 2016 at http://bit.ly/2nLpVeO

가나

현황 탈석탄 완료. 모든 석탄발전 
계획이 중단됨.

설비용량 (전체) 4,060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40%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0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0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없음

정책 방침

가나는 탈석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마하마 아야리가(Mahama 

Ayariga) 환경부장관에 의하면 Aboano 발전소(2100MW)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보류되었다.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ly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Ghana is not building a coal plant - Minister,” Ghana Business 

News, 10 October 2016 at http://bit.ly/2phTJAW

하와이

현황 2022년에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2,866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14%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204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202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1% 감소

정책 방침

하와이의 유일한 석탄발전소 AES Hawaii 발전소는 2022년에 폐쇄 

예정이다.(4)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1UCQKwg

(4)  Duane Shimogawa, “Coal’s days are numbered in HECO’s new 

energy plans,” Pacific Business News, 25 February 2016 at 

http://bit.ly/2okbG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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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현황 석탄발전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 이행 중

설비용량 (전체) 339,332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89,099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218,091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145% 증가

정책 방침

인도의 전력부(Ministry of Power)는 2016년 6월에 2019

년까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석탄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신규 개발 계획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4) 2016

년 12월에 발표된 국가 에너지 계획안에 따르면, 적어도 2027

년까지 현재 건설 중인 것 외에 석탄발전용량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5) 정부가 석탄발전 확대를 억제하는 것은 설비용량이 2007

년 3월 71,121MW에서 2017년 1월 211,562MW로 증가한 

반면 전력 수요는 이와 보조를 맞추지 못해, 설비 이용률과 

석탄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도는 지금 

태양광 발전 혁명의 중심에 서 있다. kWh당 2.97루피(0.044달러)

라는 낮은 입찰가로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정부는 2027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바이오매스, 소규모 수력, 풍력, 분산형 태양광 PV, 

대규모 태양광 PV) 발전용량을 275,000MW로 늘릴 예정이다.
(6)(7) 석탄발전용량이 과도하게 많은 사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용은 계속 떨어지면서, 많은 금융 관계자들이 석탄에서 손을 떼고 

있다. 전력부가 2016년 12월 발간한 개괄현황보고서 및 발전소 

운영기관 측이 내 놓은 기타 보고서, 사진 자료 등에 따르면 13곳의 

31개 석탄발전소에서 건설 활동이 중단되었는데, 그 설비용량은 

12,725MW에 달한다. 이는 표 1에서 보듯 주로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서이다.(8) 전반적으로 인도에서 건설 중인 설비용량은 2016년 

1월에서 2017년 1월 사이 47,606MW 감소했다.(9)

신규 발전소 건설이 줄어든 것 외에도 2016년 1월부터 2017년 1

월 사이에 계획이 발표된 프로젝트(26,110MW 감소), 사전허가를 

받은 프로젝트(28,090MW 감소), 허가된 프로젝트(35,554MW) 

등 건설 전 프로젝트도 전 단계에 걸쳐 축소되었다.(9) 2016년 6월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새로 보류되거나 취소된 프로젝트에는 인도 

Chhattisgarh, Karnataka, Maharashtra, Odisha의 Ultra Mega 

발전 프로젝트 중 4개가 포함되었다.(10) 결국, 원래 계획된 Ultra 

Mega 프로젝트 16개 중 2개만 건설되었는데, 이 두 프로젝트도 

시민들의 반대와 심각한 운영 및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11)

2016년 마지막으로 제안된 Ultra Mega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간 뒤, 각 기업의 계획에서 수많은 소형 프로젝트가 공식적인 

언급 없이 사라졌다. Bhagalpur 발전소(2,640 MW)나 Adani 

Bhadreshwar 발전소(3,300 MW)가 그 예다.(12)(13) Adani Mundra 

화력발전프로젝트 5단계(3,000 MW) 등 일부 프로젝트는 

환경부에 의해 거부되었다.(14) Kudgi 수퍼화력발전프로젝트 2단계 

등의 프로젝트는 값이 더 싼 태양광 발전 때문에 취소되었다(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15) Welspun Energy 등의 발전 프로젝트 

후원업체는 Katni 발전소(3,200MW)처럼 건설이 계획된 석탄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돌아서기도 했다.(16)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India won’t need extra power plants for next three years, says 

government report,” Economic Times, 2 June 2016 at http://

bit.ly/2nroqHg

(5)  Ministry of Power, “Draft National Energy Plan: Generation,” 

December 2016 at http://bit.ly/2nrtT0C

(6)  Tim Buckley, “IEEFA India: A Momentous Solar Event,” 10 

February 2017 at http://bit.ly/2nrwt73

(7)  Anthony Kleven, “Powering Asia’s Renewable Revolution,” The 

Diplomat, 6 January 2017 at http://bit.ly/2p7t7WI

(8)  Ministry of Power, “Broad Status Report of Thermal Power 

Projects in the Country,” December 2016 at http://bit.

ly/2pfb9hm

(9)  “Change from Jan 2016 - Jan 2017 by Country (MW),” Global 

Coal Plant Tracker at http://bit.ly/1LYKrSN

(10)  Debapriya Mondal, “Government plans to scrap four SPVs set 

up for UMPPs due to lack of interest from host states,” The 

Economic Times, 9 June 2016 at http://bit.ly/2o6MPNG

(11)  Keith Schneider, “Chased by Drought Rising Costs, and Clean 

Technology, India Pivots on Coal-Fired Power,” Circle of Blue, 

11 April 2017 at http://bit.ly/2o7xmwP

(12)  “Bhagalpur Power Project,” SourceWatch at http://bit.

ly/1eR2w1h

(13)  “Bhadreshwar Thermal Power Project (Adani)” SourceWatch 

at http://bit.ly/2o6P6sj

(14)  “Mundra Adani Thermal Power Project,” SourceWatch at 

http://bit.ly/1QBQH1H

(15)  “NTPC may drop further expansion plans of Kudgi thermal 

project in Karnataka,” The Economic Times, 28 March 2017 at 

http://bit.ly/2p384of

(16)  “Katni power station,” SourceWatch at http://bit.ly/1lUxg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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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의 석탄발전소 건설 현장

프로젝트 중단된 
발전설비 
(unit)

중단된 
발전용량 
(MW)

전력부, 개괄현황보고서, 
2016년 12월 
(http://bit.ly/2peiSMB)

주 링크

Bhavanapadu Thermal 

Power Project

2 1320 “ 현재 재정 문제로 현장에서 

작업이 중단되었음”

Andhra 

Pradesh

http://bit.ly/2gP6H7Z

Raigarh project 

(VISA Power)

2 1200 “자금 부족으로 작업이 중단됨” Chhattisgarh http://bit.ly/KobRVc

Chandwa Power Project 4 1080 “ 11/12 이후 BHEL에의 

대금지급 문제로 작업 중단”

Jharkhand http://bit.

ly/2gQ2Wzw

Tori power plant 2 1200 “ 재정 압박으로 현재 어떤 

작업도 진행 중 아님”

Jharkhand http://bit.ly/2gQ2ukA

Gorgi power station 1 660 “ 개발자의 자금 부족 문제로 

현장에서 작업이 중단됨”

Madhya 

Pradesh

http://bit.ly/2nrpb2Z

Amravati Thermal 

Power Project, Phase II

5 1350 “ 자금 압박으로 프로젝트 

보류 중”

Maharashtra http://bit.ly/1i5q16l

Nasik RattanIndia 

Thermal Power Project 

Phase II

3 810 “ 현장에서 작업이 중단된지 

오래”

Maharashtra http://bit.ly/2hdWgb4

Cuttack KVK Nilachal 

power station

1 350 “ 현재 어떤 작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음”

Odisha http://bit.ly/2dlQpR8

Bijora power station 2 600 “ 자금 부족으로 현장에서 작업이 

중단됨”

Maharashtra http://bit.

ly/1mbM3vT

Malibrahmani power 

station

2 1050 “자금 부족으로 작업 중단” Odisha http://bit.ly/1g1MCBk

Gadarwara power 

station (BLA)

1 45 “ 현재 현장에서 작업이 중단된 

상태”

Madhya 

Pradesh

http://bit.ly/1gjXs4P

Banka Power Project 4 2640 “ 현재 현장에서 작업 진행되지 

않음”

Bihar http://bit.ly/1dr0esL

Lanco Amarkantak 

Thermal Power Project 

Phase II

2 1320 “ 재정 문제로 현재 현장에서 

어떤 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Chhattisgarh http://bit.ly/2nro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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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현황 탈석탄, 모든 석탄발전 계획 
취소

설비용량 (전체) 2,775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57%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0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0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없음

정책 방침 

라트비아는 탈석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Kurzeme 발전소

(435MW) 계획은 지난 13년간 진행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4)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Kurzeme power station,” SourceWatch at http://bit.ly/1lIU2w6

매사추세츠

현황 2017년에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16,109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2%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1,768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1,124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36% 감소

정책 방침

2010년부터 석탄발전용량을 감축해 온 매사추세츠는 2017년 

석탄발전을 완전히 종식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에서는 2010년 

및 2011년에는 Somerset 발전소(173MW)가, 2011년 및 2014

년에는 Salem Harbor 발전소(328MW)가, 2014년에는 Mount 

Tom 발전소(136MW)가 폐쇄되었다.(3) 마지막 남은 Brayton Point 

발전소(1124MW)는 2017년에 폐쇄될 예정이다.(4)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1UCQKwg

(4)  Erin Ailworth, “Owner reaffirms 2017 closing of Brayton Point 

plant,” Boston Globe, 27 January 2014 at http://bit.ly/2ofox7H

네덜란드

현황 2030년에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25,660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14%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4,020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5,860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46% 증가

정책 방침

2016년 9월 네덜란드 의회는 투표를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55%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네덜란드에 남아 

있는 5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 투표 결과가 강제성을 

갖지는 않지만 진보 및 노동 정당들은 의회의 결정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고 말했다.(4)(5)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Arthur Neslen, “Dutch parliament votes to close down country’s 

coal industry,” The Guardian, 23 September 2016 at http://bit.

ly/2nLBGBV

(5)  Fred Lambert, “6 major countries have recently announced 

imminent phase-out of all coal-fired power plants,” Electrek, 25 

November 2016 at http://bit.ly/2nLpVeO

뉴멕시코

현황 2030년에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9,279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1%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4382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3741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1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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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침

연방 정부의 대기질 규제가 강화되고 캘리포니아가 석탄발전 

전력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뉴맥시코에서는 석탄발전이 

감소하고 있다. 뉴맥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발전소의 5기 중 3기는 

2013년에 이미 폐쇄되었고, 가장 큰 석탄발전소의 4기 중 2기가 

2017년 말까지 폐쇄될 예정이다.(2) 뉴맥시코의 전력공급업체인 

Public Service Company는 향후 14년 동안 석탄발전을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으로 전면 대체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4)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1UCQKwg

(4)  Albuquerque Journal, April 2017 at http://bit.ly/2rHI3t6

뉴욕(주)

현황 2020년에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40,838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3,313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1,608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51% 감소

정책 방침

2011년부터 석탄발전용량을 감축해 온 뉴욕은 2020년 석탄발전을 

완전히 종식할 예정이다. 2011년 및 2012년에 AES Greenidege 

발전소(115 MW)가, 2012년에 Danskammer 발전소(386 MW)

가, 2013년에 Trigen Syracuse 발전소(90 MW)가, 2016년에 

Huntley 발전소가 각각 폐쇄되었다.(3) 다음과 같이 남아 있는 

발전소 역시 2020년에 모두 폐쇄 예정이다. AES Cayuga 발전소

(327 MW), AES Somerset 발전소(655 MW), Dunkirk Steam 

발전소(626 MW).(4)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1UCQKwg

(4)  Andrew Follett, “New York Wants to Shut Down All Its Coal Plants 

By 2020,” Daily Caller, 15 January 2016 at http://bit.ly/2oflqg8

뉴질랜드

현황 2022년에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9,833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74%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1,021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500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51% 감소

정책 방침 

뉴질랜드는 2012년부터 탈석탄을 시작했다. Huntly 발전소 3

호 및 4호는 2012, 2013년 장기중단이 결정되었고, 2015년에 

영구적으로 폐쇄된다.(4) Genesis Energy사는 2015년에 Huntly 

발전소의 남은 두 기를 2018년 12월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5) 그 후 2016년 4월, 남은 두 기의 폐쇄 계획은 2022년 12월로 

변경되었다.(6)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Huntly Power Station,” SourceWatch, accessed April 2017 at 

http://bit.ly/2nmgAyB

(5)  Joshua S. Hill, “New Zealand Coal-Fired Generation Coming to a 

Close,” Clean Technica, 7 August 2015 at http://bit.ly/2nmfH97

(6)  Eric Frykberg, “Huntly power plants to stay open until 2022,” 

RNZ, 28 April 2016 at http://bit.ly/2nmwn0i

온타리오

현황 2014년에 탈석탄

설비용량 (전체) 40,134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38%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6,594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0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100% 감소

정책 방침 

온타리오는 2003년부터 석탄발전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온타리오에 마지막으로 남은 Thunder Bay 발전소는 2014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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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운영을 중단했다.(4) 정부는 건강, 환경, 금융을 모두 고려할 때, 

석탄발전에 연간 44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했다.(5)(6)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1UCQKwg

(4)  “Creating Cleaner Air in Ontario: Province Has Eliminated Coal-

Fired Generation,” Ministry of Energy press release, 15 April 

2014 at http://bit.ly/2nlpzjJ

(5)  “Cost Benefit Analysis: Replacing Ontario’s Coal-Fired Electricity 

Generation,” Ontario Ministry of Energy, April 2005 at http://bit.

ly/2nllaNz

(6)  Fred Lambert, “6 major countries have recently announced 

imminent phase-out of all coal-fired power plants,” Electrek, 25 

November 2016 at http://bit.ly/2nLpVeO

오레곤

현황 2022년에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17,590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71%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642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642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없음

정책 방침

오래곤의 Boardman 발전소(642MW)는 2020년에 폐쇄될 

예정이다. PGE사의 2016 통합자원계획을 근거로 여러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315에이커(약 1.27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나 추가적인 천연가스 설비용량도 고려하고 있다. 오레곤 

주는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 135MW, 피크 전력 관리를 통해 77MW의 

전력을 절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4)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1UCQKwg

(4)  George Plaven, “PGE ponders new resources in Boardman,” East 

Oregonian, 16 December 2016 at http://bit.ly/2phGIaw

포르투갈

현황 2030년 또는 더 이른 시점
(2021년 가능)에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19,113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54%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1,866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1,878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1% 증가

정책 방침

포르투갈의 ‘기후변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20/2030’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식할 계획이다. 포르투갈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존의 수력발전을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보완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의 전력 생산을 꾸준히 

늘려 왔다. 

두 개의 주요 석탄발전소인 Sines 발전소(1250 MW) 및 Pego 

발전소(628 MW)와의 계약은 각각2017년, 2021년에 종료되는데, 

이후 정부의 지원이 별도로 있지 않는 한 두 발전소는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이들 발전소 폐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 새로운 배출 거래 규정, 발전 시스템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일원화함으로써 석탄발전 때보다 발전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요구,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사이의 연결 

향상.(4)(5)(6)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Sines power station,” SourceWatch, accessed April 2017 at 

http://bit.ly/2nM5D4C

(5)  “Pego power station,” SourceWatch, accessed April 2017 at 

http://bit.ly/2nLTixx

(6)  Dave Jones and Kathrin Gutmann, “End of an Era: Why Every 

European Country Needs a Coal Phase-Out Plan,” Greenpeace 

UK and Climate Action Network (CAN) Europe, 2015, page 13, at 

http://bit.ly/2nM3Q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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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현황 2016년에 탈석탄

설비용량 (전체) 13,772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58%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3625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0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100% 감소

정책 방침

스코틀랜드에서 마지막 남은 두 개의 석탄발전소, Cockenzie 

발전소(1200 MW)와 Longannet 발전소(2400 MW)가 각각 

2013년, 2016년에 폐쇄되었다.(3)(4)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1UCQKwg

(4)  Terry Macalister, “Longannet power station closes ending coal 

power use in Scotland,” The Guardian, 23 March 2016 at http://

bit.ly/2nnCaTo

스웨덴

현황 2030년까지 탈석탄 가능성 
높음

설비용량 (전체) 38,598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56%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609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231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62% 증가

정책 방침

스웨덴은 2030년까지 31MW 규모의 발전소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다.(3)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영국 

현황 2025년에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89,402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6%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25,349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13,100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55% 감소

정책 방침

2011년~2016년에 영국은 총 16,331MW 규모의 석탄발전설비를 

폐쇄했다. - 2011년에 1,131 MW, 2012년에 2,500 MW, 2013

년에 3,120 MW, 2014년에 1,360 MW, 2015년에 500 MW, 

2016년에 7,720 MW.(3) 이어 2016년 11월, 정부는 2025년에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4)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Adam Vaughan, “Britain’s last coal power plants to close by 

2025,” The Guardian, 9 November 2016 at http://bit.ly/2nnOUth

미국 

현황 발전소 별로 하나씩 
탈석탄 중

설비용량 (전체) 1,144,165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18%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334,858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287,051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14% 감소

정책 방침

미국은 2010년 이후 16,710MW의 신규 석탄발전 설비를 

건설하고 기존의 석탄발전소 63,954MW를 폐쇄했다(

바이오연료나 천연가스로의 전환 포함). 여기에 추가로 50,929MW

가 폐쇄 예정이다.(3) 즉, 2010년 이후 폐쇄되었거나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용량은 114,883MW로, 2010년도 석탄발전용량의 

34.3%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석탄 지지 발언에도, 

분석가들이나 업계 대표들은 신규 석탄설비를 짓지 않고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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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걸로 보고 

있다.(4)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2yEQY5j

(4)  Taylor Kuykendall and Arsalan Malik, “Trump environmental 

order does little to change coal retirements plans,” S&P Global, 

30 March 2017 at http://bit.ly/2oZJ9zf

워싱턴(주)

현황 2025년에 탈석탄 예정

설비용량 (전체) 42,385 MW (1)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58% (1)

2009년 12월 현재 
석탄발전

1,404 MW (2)

2017년 6월 현재 
석탄발전

1,404 MW (3)

2009년 이후 변동 사항 0% 감소

정책 방침

Centralia 발전소의 두 기(1,404MW)가 2020년과 2025년에 

폐쇄될 예정이다.(4)

참고 문헌

(1) Platts WEPP, June 2017 

(2) Platts WEPP, December 2009

(3)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17 at http://bit.ly/1UCQKwg

(4)  “Centralia Generation Complex,” TransAlta USA, accessed April 

2017 at http://bit.ly/2pi2I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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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모바흐에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 Paul Langrock/Zenit/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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