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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길에 접어든 석탄발전

석탄발전소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인식됩니다. 
석탄발전소를 퇴출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았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은 이미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선언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204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조 
달러(약 1경 원) 가운데 73%가 재생가능에너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뒤늦은 ‘탈석탄’ 선언,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노후 발전소의 조기폐쇄 및 운전 중인 석탄발전소의 
배출 허용기준 강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늦었지만 탈석탄의 대열에 동참키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산업의 현실은 
정부의 선언과는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는 지금도 계속 건설 중입니다. 정부의 퇴출 정책에서 기존에 승인 
받거나 계획 중인 발전소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로 추진 중인 신규 
발전소가 뿜어낼 오염물질은 노후 발전소의 가동 중단, 또는 폐쇄로 줄어들 
오염물질의 양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신규 발전소 건설은 
대부분 이윤을 목적으로 한 민간 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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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석탄이라는 허구
 
대기오염 주범이라는 딱지를 떼기 위해, 석탄발전회사들은 ‘친환경, 청정’ 발전 기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발전은 오염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로 
관리되는 573개 사업장 가운데 11개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린피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건설예정인 최신 기술을 적용한 
석탄발전소라고 하더라도 천연가스발전소에 비해 황산화물은 약 100배, 초미세먼지는 약 5배 
더 많이 배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두 배에 달합니다. 그린피스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할 경우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약 4,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탄발전소의 거짓말
 
친환경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허위, 또는 과장 홍보를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합니다. 첨단 기술로 인해 석탄발전이 더 이상 해롭지 않다는 선전이 여기 해당합니다.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 기업들의 홈페이지와 홍보 자료는 ‘그린’ ‘에코’ ‘청정’ 등의 
이미지로 치장돼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진짜 청정 에너지인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린워싱을 규제하라
 
정부는 발전기업들의 그린워싱을 규제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발전 사업에서의 친환경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피해를 여전히 유발하는 발전원이 ‘청정’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생가능에너지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친환경을 내세울 수 없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석탄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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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임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

정부가 올해 신규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제한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키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탈석탄’의 에너지 대전환 흐름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2016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의 55.3%는 이미 재생가능에너지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48개 개발도상국도 2050년까지 국가 전체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후변화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석탄발전과 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고 평가됩니다1. 

그러나 우리나라 발전산업 현장에서 탈석탄은 여전히 공허한 구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이달까지 새로 가동에 들어간 석탄발전소는 모두 8기, 
설비용량으로 7,668MW에 달합니다. 이밖에도 상업 운전을 준비하거나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가 여럿입니다. 공통점은 이들이 대부분 민간 기업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발전사업으로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업은 석탄발전소를 ‘친환경’으로 홍보하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는 결코 
‘친환경’일 수 없습니다. 최신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내뿜습니다. 석탄발전소가 ‘친환경’으로 둔갑하고 있는 이상, 진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1　Paul Karp. (2017) “Most global investors recognise financial risk of climate 
change, report finds”, The Guardian, April 25th.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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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공공부문에서 
녹색상품 구매액이 7배 가량 성장했습니다. 민간부문의 녹색제품 구매액도 5년간 약 3배 증가했습니다2.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 투입 및 오염물질 발생이 적다고 인증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녹색 마크가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와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숨기기 위해 
‘친환경’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이런 행위를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린워싱이란 ‘상품이나 용역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가 허위 혹은 과장되어, 단지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경우’로 정의합니다3. 그린워싱은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의지를 꺾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엄격히 규제돼야 합니다.

정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진흥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제 16조의 10, 14에서 그린워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조업체가 생산, 판매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발전 사업에서도 그린워싱은 규제가 시급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발전소가 ‘친환경’으로 포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석탄발전소입니다.

2　한국소비자원(2012). 녹색표시 그린워싱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3　Terrachoice (2007), The Six Sins of Greenwashing : A study of environmental claims in North American Consumer Markets. 
http://sustainability.usask.ca/documents/Six_Sins_of_Greenwashing_nov2007.pdf



6

현재 한국에서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신규 발전소가 대기오염 저감시설과 고효율 보일러를 사용한 
친환경, 청정 발전소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술을 사용해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2-1. ‘친환경’ 석탄발전소도 건강을 해칩니다.

그린피스의 석탄 대기오염전문가 라우리 뮐리비르따의(Lauri Myllyvirta)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친환경’으로 홍보되는 
민자 석탄발전소는 40년으로 예상되는 운전기간 동안 약 4000명의 조기 사망자를 유발하는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석탄발전소에 친환경설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림 1. ‘친환경’으로 홍보되는 민자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 건강피해 

당진에코파워 조기 사망자

강릉안인파워  조기 사망자

고성그린파워  조기 사망자

삼척포스파워  조기 사망자

총 조기 사망자 3840 명

* 40년 운전시, 90% 가동율, 최신 배출허용기준, 고효율보일러, 대기오염저감시설 적용

표 1. ‘친환경’으로 홍보되는 민자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 조기 사망자 추산 (단위 : 명)

발전소명
국내 피해 해외피해 95% 신뢰구간

PM2.5 NO2 총 피해 추산 PM2.5 NO2 총 피해 추산 최소 최대
당진에코파워 12 4 16 21 4 25 15 39
강릉안인파워 4 1 5 24 1 25 15 36
고성그린파워 7 2 9 24 2 25 15 37
삼척포스파워 4 1 4 20 1 21 12 29

총계 27 8 34 88 8 96 57 141

* 적용 배출허용기준 : 황산화물 25ppm/질소산화물 15ppm/먼지 5mg/S㎥, 적용 발전소 자료 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1000 명

1000 명

840 명

10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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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기오염 저감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제로화”하지 못합니다.

석탄발전회사는 탈질, 탈황 집진설비와 고효율 보일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80~99%까지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수치일 뿐 절대적인 배출량은 여전히 대기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도 대다수 대기오염 저감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대기오염 물질을 원격으로 감시하기 
위해 운용하는 굴뚝모니터링 시스템(TMS) 대상사업장 573개 가운데, 11개의 석탄발전소에서 전체의 절반(39.11%)에 
가까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감장치를 통해 걸러진 오염물질도 고체 등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또 다른 환경피해를 유발합니다. 대기오염 저감설비가 노후될수록 발생하는 성능 하락도 문제입니다.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사업장(40%), 건설기계(17%)에 이어 14%로, 전체 배출원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4.

그림 2.  2016년TMS 사업장/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자료출처 :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총량 (Kg/년)

먼지 (Kg/년)

황산화물 (Kg/년)

질소산화물 (Kg/년)

2-3. 고효율 보일러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새로 짓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친환경으로 홍보되는 또 다른 근거는 이른바 ‘고효율’ 발전입니다. 연료의 연소율이 높은 
보일러를 사용해  발전 효율을 높이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비교적 적게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최신 설비의 발전소가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기존의 설비와 비교해 15~20%에 불과합니다5.  

4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2016). “미세먼지특별대책 보도자료”, 세종.

5　Lindee Wong, David de Jager, Pieter van Breevoort. (2016). “Incompatibility of high efficient technology with 2C scenarios”, 
Ecofys, Ut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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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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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됐다는 석탄화력발전소도 가스화력발전소에 비하면 두 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반면 
재생가능에너지는 가동 중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6.

표 2. 발전 효율과 기술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석탄소비량 비교7

기술 발전 효율 탄소배출 집약도 
(gCO2/kWh)

석탄 소비량
(g/kWh)

아임계 (Subcritical) 최대 38% >=880 >=380
초임계 (Supercritical) 최대 42% 800-880 340-380
초초임계 (Ultra-supercritical) 최대 45% 740-800 320-340
석탄가스화복합 (A-USC/IGCC) 45-50% 670-740 290-320

2-4.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arbon Capture Usage & Storage, CCUS)은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염물질 배출 문제의 해법으로 최근 국내 언론과 석탄산업계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US)을 제시합니다. 
CCUS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지하나 해저 깊숙이 저장하거나 산업원료로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저나 지하에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지진 등 자연재해나 관리 부실로 누출될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또 설치비와 운용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25~40%정도의 석탄이 추가로 소비됩니다. 결국 더 많은 석탄을 연소시켜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폐기물이 발생합니다8. 포집한 탄소를 기타 산업에 이용하는 경우에 농업용이나 시멘트, 음료 제조 등에 국한돼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미국과 영국은 CCUS를 도입한 석탄화력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9.  

6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14). “Climate Change 2014 -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7　Lindee Wong, David de Jager, Pieter van Breevoort. (2016). “Incompatibility of high efficient technology with 2C scenarios”, 
Ecofys, Utrecht.

8	 ENDCOAL. (2015). COAL FACTSHEET #4 “CLEAN COAL” IS DIRTY LIE. ENDCOAL. 

9	 국회예산정책처. (2017).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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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W 화력발전소(석탄, 가스)의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 보일러 효율, 배출기준 적용

그린피스의 석탄 대기오염전문가 라우리 뮐리비르따(Lauri Myllyvirta)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가스발전보다 월등히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최신기술인 초초임계 석탄발전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먼지 5mg/S㎥)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석탄발전소는 가스발전보다 101배 많은 황산화물과 약 3배 많은 먼지를 배출합니다. 또한 온실가스는 여전히 
두배나 많이 배출합니다. 반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가동 중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림 3. 한국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에 준수한 1,000MW급 화력발전소 대기오염 배출량 비교 (대기오염물질: kg/h / 이산화탄소: t/h)

아임계
(Subcritical)

초임계
(Supercritical)

초초임계
(Ultra-supercritical)

가스
(Gas)

표 3. 보일러 효율과 배출기준에 따른 발전소 가동중 대기오염 배출량 비교 : 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 (대기오염물질: kg/h / 이산화탄소: t/h)

구분
아임계 + 강화된 

대기오염배출기준
(kg/h)

초임계 + 강화된 
대기오염배출기준

(kg/h)

초초임계 + 강화된 
대기오염배출기준

(kg/h)

가스발전 + 배출기준 
(kg/h)

황산화물 (SO2) 234 212 202 2
질소산화물 (NOx) 101 91 87 130
먼지 (PM) 17 15 14 5
이산화탄소 (CO2) 896 811 774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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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내 사례

그렇다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어떻게 친환경으로 포장되고 있을까요?

1) 당진에코파워

당진에코파워는 SK가스, 동서발전, 산업은행이 충청남도 당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량 1,160MW의 사업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6,040MW)가 이미 가동중인 당진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당진에코파워는 발전소의 
이름부터 ‘에코'라는 표현을 사업명으로 사용해 석탄발전소를 친환경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현황 자료는 당진에코파워가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발전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최신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당진에코파워가 가동되는 
40년 동안 약 1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4. 당진에코파워 사업소개서 중 일부, 출처: 당진에코파워 홈페이지

2)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는 포스코에너지의 자회사 포스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2,100MW 규모의 발전소 입니다. 
포스코에너지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최첨단 환경설비 적용 등 친환경설비를 갖춘 청정발전소”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린피스가 포스파워 삼척 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최신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포스파워가 가동되는 40년 동안 약 8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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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소개 페이지 일부. 출처: 포스코에너지 홈페이지10

또한 홍보 영상에서는 “산업기술이 첨단으로 발달돼서 미세먼지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지역주민의 
인터뷰를 동원, 석탄발전의 악영향을 탈색시키고 있습니다.

그림 6.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홍보영상 일부. 출처: 포스코에너지 홈페이지

10	 포스코에너지 (2017).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http://www.poscoenergy.com/renew/_service/business/generator/
samcheok_power01.asp (2017-08-30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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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릉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강릉에코파워는 삼성물산, 남동발전, 국민은행이 강릉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2,080MW 규모의 석탄발전소 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름부터 ‘친환경, 청정’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에코파워의 홈페이지를 보면 ‘국내최대의 친환경 발전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가 강릉에코파워 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최신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강릉에코파워가 가동되는 40년 동안 약 1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7. 강릉에코파워 인사말. 출처: 강릉에코파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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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에서는 강릉에코파워를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 강릉에코파워’ 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발전회사’, ‘세계 최고수준 최첨단 친환경발전소기술 보유’라고 발전소를 홍보합니다. 

그림 8. 강릉에코파워 홍보영상. 출처: 강릉에코파워 홈페이지

4) 고성그린파워

고성그린파워는 SK건설, SK가스, 남동발전, KDB인프라가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2,080MW급 석탄발전소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 청정'으로 포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가 고성그린파워 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최신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성그린파워가 가동되는 40년 동안 약 1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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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고성그린파워 소개페이지 일부. 출처: 고성그린파워 홈페이지

5) 포천집단에너지시설

GS E&R이 건설중인 포천집단에너지시설은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유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설비입니다. 홍보영상에는 유연탄을 친환경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자산업단지 내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용 중인 고형폐기물연료보다 유연탄이 
대기오염물질을 덜 배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며 유연탄을 친환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림 10. 포천집단에너지시설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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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외사례 : 세계자연기금(WWF) vs. 피바디에너지(Peabody Energy)

석탄회사의 그린워싱 행위를 고발한 사례는 해외에서 여럿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자연기금(World 

Wildlife Fund)이 한때 세계 최대의 석탄 회사였던 피바디 에너지(Peabody Energy)를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에 고발한 사례입니다.

석탄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당하자, 피바디에너지는 석탄을 “깨끗한” 또는 “친환경” 발전원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또 세계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세계자연기금은 피바디(Peabody)의 
거짓 광고를 금지할 것을 영국 광고표준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피바디의 청정석탄 광고를 그린워싱 행위로 
인정, 광고를 멈추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석탄을] 생명을 위한 첨단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고 현대적인 에너지는 더 나은, 
더 장수하는,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We call it Advanced Energy for Life. Because clean, modern energy is the solution for better, 
longer and healthier lives"

- 2014년도 피바디 석탄사업 홍보 슬로건

영국 광고표준위원회가 피바디의 행위를 그린워싱 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이른바 “청정 석탄(clean coal)”의 핵심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과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이 결코 “청정”이나 “친환경”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오염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US)은 역시 기술적 효용성이 증명되지 않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상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이 승소하고 2년이 지난 2016년, 피바디에너지는 파산했습니다. 포브스는 피바디에너지의 파산을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비용이 점점 저렴해지면서 석탄업계가 몰락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11.

11	 Jeffrey Rissman and Robbie Orvis. (2017). “Carbon Capture And Storage: An Expensive Option For Reducing U.S. CO2 
Emissions”. Forbes. May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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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회사들이 ‘새까만’ 거짓말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거짓 선전 뒤에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도록 놔둬서도 안됩니다. 

정부는 에너지와 발전분야의 그린워싱을 규제하고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균형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는 데 들어가는 자금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이르면 5년 뒤인 2022년 부터 석탄화력 발전비용이 
재생가능에너지보다 훨씬 비싸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12.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의 2017년 분석에 따르면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시장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26년이면 석탄발전소가 감소세로 돌아 
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미국의 신규 석탄발전소 발전비용이 신규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발전비용보다 높아졌고, 중국에서는 2년 내로 신규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비용이 신규 석탄발전소 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5년 
경,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비용보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비용이 더 저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로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2017년 부터 
2040년까지 발전설비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조달러 중 73%가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화석연료에 투자되는 금액은 단 14%에 불과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전 세계 에너지 중 약 
30%에 달하는 석탄 비중도, 2040년이면 13%로 줄어들며, 재생가능에너지는 현재 31%에서 6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13.

친환경적인 재생가능에너지가 가져올 이익과 가능성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이익 뿐 아니라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한 세상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깨끗한 발전원을 통해 
생산하고 공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친환경으로 거짓 선전되는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석탄발전회사들이 더 이상 우리를 기만하고 생명과 환경을 망치도록 놔둬서는 안됩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석탄발전회사의 새까만 거짓말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세요!

12　국회예산정책처 (2017).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와 시사점. 

13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7). “Bloomberg New Energy Outlook 2017”.

4. 제언: ‘가짜 친환경'을 넘어 '진짜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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