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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문제의 해결
유럽 탈석탄정책, 4년간의 교훈
유럽은 탈석탄의 여정 중에 있다. 2015년 석탄 연소의 중단을 선언한 유럽의 15개국의
지난 4년간의 탈석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경험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10개국의 20명의 전문가와 함께 성공적인 탈석탄을 위한 정책의 9가지 요건을
정의하고, 각 국가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유할 교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위 9가지
요건 각각에 대하여 바람직한 탈석탄 정책을 위해 ‘해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에 대한 지침을 작성했다.
본 개요에서는 9가지 정책 요건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한다.
탈석탄 정책을 개발하는 국가들이 본 보고서를 통해 흥미롭고 고무적인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

The Nine Elements to Succefully Phase-Out Coal

야심찬
계획에는 1.5도*를 준수하는 탈석탄 완료 시점과
경로가 필요하다.
그리스는 2028년까지 탈석탄을 완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 발전
량의 33%를 차지하던 석탄을 불과 10
년 만에 0%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탈석탄 완료 시점인
2038년은 1.5도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
한 시점인 2030년보다 훨씬 늦다.

법으로 제정된
계획은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핀란드는 2029년 중반부터 석탄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을 시행하고 있
다. 해당 금지 조치는 명확하고 허점
(loophole)이 없다.

이탈리아의 탈석탄은 목표로만 나타나
고 있으며, 탈석탄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치는 아직 없다.

공정한
어느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스페인 정부는 광산 폐쇄를 위해 탄
광 노조와 2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다.

영국의 탈석탄 정책은 핵심 없이 기업(
예:근로자 재배치)또는 지방정부(예:재
훈련 계획)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 2008년 열린 제48차 IPCC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기온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깨끗한

경제적인

바람과 태양으로 석탄을 대체한다.

석탄은 탄소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기후 협정을 통해 단 12
년 만에 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15%에
서 7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 분명한 전환
을 구상했다.

독일에서는 계획법의 변경 제안으
로 인해 연안풍력 배치가 중단될 예
정이며 이는 탈석탄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U의 ETS (배출권거래제도)가 개
혁 된 후, 2019년 CO2가격은 1톤당
25유로로 상승하여 석탄 발전소의
경제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직접적인

건강을 위한

화석가스, 바이오매스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징검다리를 피한다.

더러운 발전소를 먼저 폐쇄한다.

네덜란드의 재생 에너지의 성장은
2030년까지 탈석탄과 동시에 가스
발전을 줄일 만큼 충분히 강력한 것
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8년동안 석탄과 바이오매
스의 공동연소를 위해 4개의(5개 중)
석탄 발전소에 40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믿을 수 있는

석탄 발전소는 무료 EU 탄소 배출권
받았으며, 엄격한 오염 한계를 충족
시키기 위한 발전소 업그레이드에 대
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것은 노후 석
탄 발전소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가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한

전기는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네덜란드는 수요반응 (demand-side response), 인터커넥터
(interconnector), 수소 및 저장장치
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EU는 7년마다 대기 오염 한계를 갱
신한다. 2021년에 SO2와 NOx 한계
는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전력회사는
계속 투자할지 또는 문을 닫아야 할
지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EU의 ETS는 2005년에 수립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진행되어
2018년 이전까지 10년 이상 실효성
이 대체로 없었다.

폐쇄에 대해 지불하지 않는다.
석탄 발전소는 2022년까지 영국의 역
량 메커니즘(capacity mechanism)
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이것
은 석탄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를 밀어
내고 있다.

핀란드 헌법위원회는 중요한 판결에
서 에너지 회사들이 탈석탄에 대해
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희망
을 크게 꺾었다.

독일의 석탄 위원회는 대중이 세금 낭
비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
전사업자가 발전소와 광산을 폐쇄하
기 위한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유럽의 탈석탄 계획 현황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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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탈석탄 계획 발표

오스트리아

표했다.

오스트리아의 탈석탄은 정부 주도형이 아니다. 오스트리아
에서 마지막 두 개의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는 각각

아일랜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2018년 3월, 아일랜드의 기후 행동부 장관은 아일랜드
가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하
여 2025년까지 석탄 전력 사용을 중단 할 것이라고 발표했
다. 또한 2019년부터 가정 난방을 위해 석탄 사용을 금지
했다. 2018년 7월, 아일랜드 의회는 국가의 석탄, 토탄, 석
유 및 가스에 대한 주식을 판매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고, 이
로써 아일랜드는 세계 최초로 모든 화석 연료를 퇴출한 나
라가 되었다.

탈석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2019년과 2020년까지 발전소를 폐쇄할 것이다.

벨기에
벨기에는 EU 국가 중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과거 석탄 연소국에서 현재 탈석탄 국가가 되었다. 마지막
석탄 발전소는 2016년 3월에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는 정
책적 목표 때문이 아니라 EU 공해 통제 규정(EU pollution
control regulations)에 따라 노후 발전소의 점진적인 폐쇄
로 인한 것이었다.

덴마크
2017년 11월, 영국과 캐나다가 설립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의 첫 서명국 중 하나인 덴마크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핀란드
2016년, 핀란드는 2029년부터 발전소에서 석탄 연소를 금
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2019년 2월에 법으로 제정
되었다.

프랑스
프랑스의 전현직 대통령, 올랑드(Hollande)와 마크롱
(Macron)은 모두 탈석탄 공약을 몇 차례 발표했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되는 최신 에너지 및 기후법에는 배출량 상한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독일
2019년 1월, 독일의 석탄 위원회는 상세한 탈석탄 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위원회는 산업계, 노동 조합, NGO, 학계 및
광산의 위협을 받는 마을 대표자들의 이해 관계자들을 한자
리에 모아, 탈석탄 완료 시점은 2038년으로 합의했다. 독일
은 온도를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점인 2030년
이후 날짜를 정한 유일한 국가이다.

그리스
그리스 총리는 2019년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 정상 회의에
서 갈탄을 2028년까지 퇴출할 것을 선언했고, 해당 선언은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재확인되었다.

헝가리
헝가리 대통령은 2019년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 정상회의
에서 헝가리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

2017년 UN 기후 정상 회의에서 캐서린 맥케나 (Catherine
McKenna) 캐나다 기후 장관(사진)과 클레어 페리
(Claire Perry) 영국 기후 장관(사진)은 탈석탄동맹
(PPCA)를 출범시켰다. 그들은 ‘석탄 연소에서 청정
발전 원료 사용으로의 세계적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성’
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했다. OECD 국가 중, 2030
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한 정부, 기업 및 단체로 구성된
탈석탄동맹은 폭넓은 찬사를 받았으며, 현재 91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는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탈석탄 전환은 ‘명예의 훈장’이 되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2017년 국가 에너지
전략(National Energy Strategy)의 일환으로, 탈석탄을 발
표했지만 그 이후 거의 진전이 없었다.

포루투갈
포르투갈은 2017년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하면서 처음에는 2030년 이전 탈석탄 완
료를 약속했었다. 2019년 재선에 성공한 총리는 포르투갈
의 마지막 석탄 발전소가 2023년까지 폐쇄될 예정으로 탈
석탄화가 훨씬 더 빨리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슬로바키아
2019년 6월,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슬로바키아가 2023년 말까지 발전을 위한 석탄 연소를 중
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9년 후반에 슬로바키아는 탈
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하여 탈석
탄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스웨덴
스웨덴은 세계 최초의 ‘화석연료 없는 산업 국가’가 될 계획
이다. 스웨덴의 마지막 석탄 발전소는 2022년까지 문을 닫
을 것이다.

네덜란드
2017년 네덜란드는 포괄적인 기후 정책을 제안하여 재생에
너지 발전과 탄소 가격 하한제(carbon price floor)를 강화
하여 단계적으로 탈석탄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탈석탄 계획
은 2019년 12월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법적 온실 가스 배
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석탄은 필수적이다.

클레어 페리 (왼쪽)와 캐서린 맥케나 (오른쪽)
©탈석탄동맹

영국
영국은 세계에서 무연 전력 발전을 약속한 최초의 국가가 되
었다. 영국의 비즈니스 및 에너지 장관(business and energy minister)은 2015년 파리 기후 정상 회의 직전에 이
와 같이 발표했다. 그 이후 영국은 각국이 탈석탄 공약을 추
진할 수 있도록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의 설립을 도왔다.

요건 1

야심찬

유럽의 교훈

효과적이었던
정책
2015년에 발표된 영국의 탈석탄 완료 시점인
2025년은 2012년 영국 전력의 40%가 석탄에
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야심찬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후에 밝혀진 바로는, 석탄 발전소의 대
부분은 (다는 아니더라도) 2022년까지 문을 닫
을 예정이기 때문에 완료 시점이 좀 더 앞당겨
질 수 있었다. 이는 해상풍력에 대한 대규모 투
자, 높은 탄소 가격과 같은 후속 정책의 덕분이
기도 하다.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할 것이
다. 이로써 2015년 무렵 위탁된 신규 대형 석
탄 발전소 3곳을 가동한지 15년 만에 폐쇄하
게 된다. 네덜란드는 이중접근법(two-track
approach)을 사용하여, 2020년대까지 노후된
발전소를 폐쇄를 완료하고, 2030년을 모든 석
탄 발전소의 완전정지 시점으로 설정했다. 이는
탈석탄에 대한 예측가능한 경로를 제공한다.

계획에는 1.5도*를 준수하는 탈석탄 완료
시점과 경로가 필요하다.
1.5도 미만을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전세계 석탄 발전량이 80% 감소해야
하고,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전 세계의
모든 석탄 발전소는 2040년까지 폐쇄되어야 한다. 이것은 석탄 발전의
맥락에서 IPCC 분석을 실시한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의
분석 결과이다.
* 2008년 열린 제48차 IPCC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기온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스페인은 정책을 통해 야심찬 탈석탄을 위한 토
대를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탄
광 폐쇄, 공해 제한 강화, 탄소 가격 인상 등은
2020년에 스페인 석탄 발전이 절반으로 감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페인의 발레아
레스 제도(Balearic Islands)는 이미 2025년까
지 탈석탄을 완료하는 법을 제정했다. 스페인이
탈석탄 시점을 약속하고 이를 새로운 기후 변
화와 에너지 전환 법에 포함시킬 때, 정부는 이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야심차게 탈석탄을 진
행할 수 있다.

포르투갈은 석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잠
정적인 발표를 한 후, 훨씬 더 야심찬 공약을 내
놓았다. 포르투갈은 2017년에 PPCA에 가입하
여, ‘2030년 이전’ 석탄 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했다.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19년 총리
는 2023년까지 석탄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
고 발표했다. 정부가 탈석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급하면서도 용이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포르투갈은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는 마지막 국
가가 되지는 않을 듯 하다.

비효과적
이었던
정책
그리스는 2028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할 예정이
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 석탄이 여전히 총 
전력 공급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에 야심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U에서 갈탄을 생산하는 국가의 탈석탄 선언이
기 때문에 야심찬 것으로 간주된다.

슬로바키아는 2023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할 계
획이다. 슬로바키아의 발전소들은 연식이 있고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 계속
가동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탈석탄은 여전히
유용하며, 이는 슬로바키아가 미래 계획에 집중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탈석탄을 선언한 국가로서, 이웃
국가들이 탈석탄을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
지 도와줄 수 있다.

네덜란드의 2030 탈석탄 완료 시점은 1.5도 임
계값을 준수할 수 있는 가장 늦은 날짜이다. 이
는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에게는 상당히 약한
느낌이다. 또한 이는 석탄 발전소가 기후 목표
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명백했던 시점
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새로운 석탄 발전
소의 가동을 차단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독일의 석탄 위원회는 석탄에 대한 수년간의 활
동이 없어진 후에 구성되어 야심찬 계획의 필
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탈석탄 완료 시점인
2038은 2030년보다 훨씬 늦은 시기이다. 2030
년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미만으로 유지하
는 데 필요한 시점이다.

2019년 상반기에 이탈리아 전력의 6%만이 석
탄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의 탈
석탄 완료 시점인 2025년은 특별히 야심찬 것
은 아니다. 이탈리아의 탈석탄은 또한 석탄을
새로운 가스로 대체할 수 있다는 여지를 안고
있다. 2017년 발표에 대해 아직 어떤 조치도 취
하지 않고 있다.

석탄에 대한 스페인의 상향식 발전에도 불구하
고 아직 탈석탄 완료시점은 합의 되지 않았다.
석탄 발전소가 언제 폐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는 스페인의 전력 시스템에 대한 투자 계획이
더 어려워진다.

핀란드의 탈석탄 완료 시점인 2029년은 핀란
드가 2035년까지 탄소 중립국이 되겠다는 약
속과 핀란드의 꽤 오래된 석탄 발전소의 용량
이 2GW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야심
찬 것은 아니다. 게다가 2029년의 석탄 금지 계
획에는 핀란드에서 사용 중인 토탄을 포함하
지 않는다.

헝가리의 탈석탄 완료 시점인 2030년은 전혀
야심차지 않다. 헝가리에는 발전소가 1개 밖
에 없으며 운영허가는 2025년 말에 종료되므
로, 2025년 초에 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다. 발
전소는 계속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시
점이 지나도 발전소가 가동하도록 투자할 사
람은 없다.

프랑스의 탈석탄 완료 시점인 2022년은, 프랑
스 전력의 2% 미만이 석탄에서 나온다는 것
을 감안할 때 야심찬 것은 아니다. 4개의 석탄
발전소 중 하나만이 폐쇄 날짜를 발표했으며
2022년 이후에는 다른 발전소의 폐쇄 여부는
불분명하며 석탄을 계속 연소할 수도 있다.

EU는 회원국의 연료 혼합을 결정할 권한이 없
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석탄을 반대하지는 않
는다. 그러나 EU 정책은 재생 에너지 목표, 에
너지 효율 목표, 전체 온실 가스 배출 목표, 엄
격한 공해 한계, 탄소 가격 및 지역 전환에 대
한 워크샵 등을 통해 석탄의 사용을 간접적으
로 감소시켰다.

요건 2

법으로
제정된

유럽의 교훈

효과적이었던
정책
영국 정부는 450g/KWh의 ‘배출 성능 표준’을
사용하여 탈석탄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석탄 발
전소가 450g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허점(loophole)이 있지만, 이는 저위험으로 간
주된다. 첫째로 바이오매스 공동 연소는 새로운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으며, 둘째로
탄소 포집 및 저장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필요한 시간대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는 두 가지 입법안이 있다. 첫째, 효
율성에 기초한 법안은 두 개의 오래된 발전소를
폐쇄할 것이다. 석탄은 2024년 말에 최소 44%
이상의 효율을 가진 발전소에서만 연소될 수 있
다. 둘째, 2030년에 발전소에서 석탄 연소를 전
면 금지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소에 영
향을 줄 것이다. ‘석탄 연소’이라는 표현을 써서
발전소들이 강제로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네덜란드 정부는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두 가지 메커니즘은 이미 법으
로 합의되었다.

계획은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탈석탄은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권 교체로 인한 공약 철회의
위험을 방지하고 허점(loophole)을 피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폐쇄를 위한 명확한 계획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핀란드는 2029년 5월 1일 이후 에너지 생산을
위해 석탄을 연소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
는 법을 도입했다. 이는 탈석탄 결정을 법제화
시킨 최초의 사례이다.

프랑스의 탈석탄은 에너지와 기후법을 통해 입
법화된다. 550g/MWh의 배출가스 성능기준을
적용하여 2022년 1월부터 석탄의 연소가 금지
된다. 예상되는 허점(loophole)으로 석탄 발전
소가 해당 날짜 이후 연간 약 700시간까지 생
산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부분적인 허
점(loophole)이 존재하지만, 지역 네트워크의
공급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석탄 발전소
하나를 가동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통합시킨 영국의
탈석탄 정책

비효과적
이었던
정책
독일의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갈탄
퇴출 계약, 경탄 폐쇄 경매, 지역 전환 계획 등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 석탄
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로 제
정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이 있다. 해당 법안은
당초 2019년 말에 채택될 예정이었지만, 2020
년에 합의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조기 폐쇄
의 결정을 전반적으로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

이탈리아의 탈석탄 법제화를 위한 조치는 아
직 없다. 오히려 ‘목표’로만 설명되고 있다. 현
재 재생에너지 용량, 가스 용량 및 적절한 저
장 장치 개발과 같은 간접적인 조치 이행에 의
존하고 있다.

3개 주요 정당의 지도자들은 2015년 기후 변화에 관한 공
동 서약을 했다. 보수당의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총리, 자유 민주당 연맹 파트너 닉 클레그(Nick
Clegg), 노동당 지도자 에드 밀리밴드(Ed Miliband)가 서
명한 해당 서약서에는 ‘발전용 석탄 사용을 끝내기 위해’라
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이는 탈석탄이 당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래의 정부가 탈석탄
을 철회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항
상 충분히 포함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왼쪽), 닉 클레그
(가운데) 및 에드 밀리밴드(오른쪽) /
사진 :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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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어느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노동 조합과 지역 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탄광 재생을
포함시켜야 한다.

유럽의 교훈

효과적이었던
정책
네덜란드에는 석탄 발전소 폐쇄의 영향을 받
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 있다. 예산은
2,200만 유로로 5개의 석탄 발전소의 근로자
중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재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관리 및 노조 대
표들로 특별 단체를 구성하여 2019년 말에 정
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헤메그(Hemweg) 발전
소의 조기 폐쇄에 영향을 받는 200명의 근로자
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는 2억5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다양
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전환을 지원하기로 약
속했다. 2018년 말까지 탄광의 폐쇄를 의무화
했지만 이번 상생협정은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생태전환부는 운영자로 하
여금 석탄 발전소의 폐쇄를 승인하기 전에 근
로자들에게 정당한 전환 계획을 제시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구조적 전환법 초안에서 석탄발전
폐쇄의 영향을 받는 석탄 지역의 근로자를 위한
인프라, 교육, 혁신, 경제 구조 조정 및 사회 안
전망에 대한 투자 등을 위해 400억 유로를 투
자하기로 약속했다. 석탄 위원회는 시민 사회와
노동 조합을 포함한 많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노
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전환을 보장했다.

헝가리는 현재 두 종류의 유럽 자금원을 찾고
있다. 첫째, 유럽 탄소 가격 체계 기금은 갈탄을
재생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로 대체하여
인력과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둘째, 헝가리는 또한 기존 인력에 기반을 둔
채광 후 조경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계획
하고, 재숙련하여 시행하는 등 영향을 받는 지
역의 전환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장에서

그리스는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carbon allowance) 경매에 따른 공공수입의
일부를 사용하여 국가적인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를 설립했다. 해당 기금은 공
개 협의로 마련됐으며, 갈탄에 대한 숨겨진 비
밀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계
획은 여전히 모호하며,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
기는 큰 도전에 대처하기에는 가용 자금이 불
충분하다.

슬로바키아 최대의 갈탄 지역인 어퍼 나이트라
(Urtra Nitra)에 대한 전환 계획은 현지 관점을
포함한 참여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지방, 지
역, 국가 및 EU 당국을 연결하는 계획으로 ‘전환
행동 계획’에 동의했다.

새로운 EU 그린딜(Green Deal)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에 ‘공정전환기금을 포함하는 공정
전환 메카니즘과 지속 가능한 유럽 투자 계획에
대한 제안서’가 2020년 1월에 합의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또한, EU는 석탄 지역에서의 공정
전환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전환
중인 석탄 지역’이라는 플랫폼을 설정하여 지역
이해 관계자들을 소집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비효과적
이었던
정책

루마니아
주 밸리(Jiu Valley)에서
공정 전환을 위한 희망

영국의 탈석탄의 명백한 약점은 최우선적인 전
환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 전환 정책의 유
일한 증거는 기업(예: 근로자 재배치) 또는 지
방 정부(예: 재교육 계획)에 의한 것이다.

루마니아 주 밸리(Jiu Valley)의 역사깊은 탄광 지역
의 시장 6명은 최근 석탄 기반 경제에서 다양한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러한 합의는 2019년 주 밸리(Jiu Valley)를 최우선
지역으로 하는 EU 위원회 석탄 지역 전환 플랫폼 회
의(EU Commission’s Platform for Coal Regions
in Transition)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
화 이전에도, 빈곤이 심각한 해당 지역에 대해 십수
년 간의 노력이 있어 왔고, 이온 바부(Ion Barbu)는
이에 대한 미래를 가장 먼저 믿는 사람 중 하나였다.
지역 예술가인 그는 지역 탄광의 건물 철거를 막고자

프랑스는 탈석탄을 지역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공공 자금이 부족하다. 관
련 법은 또한 근로자와 하청 업체를 위한 특별
한 지원을 약속하나 예산 편성은 아직 결정되
지 않았다.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자신의 팀과 함
께 그곳에 전시회를 열고 영화를 상영했다. 다큐멘터
리인 플래닛 페트릴라(Planet Petrila, 2016) 성공적
이었고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지역예술가 이온 바부 (Ion Barbu)
사진: 아드리안 카투 (Adrian Catu)

요건 4

깨끗한

유럽의 교훈

효과적이었던
정책
영국 정부는 해상 풍력을 우선시하고 있다. 정
책 안정성은 막대한 투자를 일으켰고 가격은 하
락했다. 최신 해상 풍력 경매 결과는 2019년 가
격이 50유로/MWh였다. 보수당 정부는 2030
년까지 해상 풍력을 40GW로 증가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탈석탄이 완료되어야 하는 2025년까
지 영국은 이미 석탄보다 풍력, 태양광 및 바이
오매스를 통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것이다.
영국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는 탈석탄 완료후
가동될 것이기 때문에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덜란드 기후 협정은 2018년부터 2030년까
지 단 12년 만에 재생 에너지 발전을 15%에서
75%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탈석탄은 재
생에너지 패키지의 발표와 동시에 선언되었고,
이로써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 분명한 전환을
구상하게 되었다.

바람과 태양으로
석탄을 대체한다.
풍력 및 태양광 투자는 석탄 발전소의 폐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풍력과 태양광만이 일자리, 투자, 에너지 자급 자족, 저렴한
에너지, 깨끗한 공기 및 CO2 배출 감소 측면에서 탈석탄에 대한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다.

독일은 2018년 35%였던 재생에너지 발전을
2030년까지 12년 만에 65%로 끌어올리겠다
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안풍,
해상풍, 태양광이 사용될 것이다. 만약 재생 에
너지 비율이 이렇게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현
재의 탈석탄 경로를 보완하기에 충분하겠지만
탈석탄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을 정도로 빠르
지는 않다.

스페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의 생산
을 2018년 38%에서 2030년까지 74%로 끌어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을 대체하는 청정 전기
를 계획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이
거의 제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력
의 80%를 차지하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이
로 인해 2023년까지 탈석탄이 급속도로 빠르
게 진행될 수 있고 2030년까지 가스 발전소 가
동률이 감소할 것이다. 태양광은 가뭄기간에 수
력 발전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 지난 태양 에너
지 경매 입찰가는 평균 20유로/MWh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1회 입찰가는 15유로/MWh
로 낮았다.

현장에서

비효과적
이었던
정책
프랑스의 낮은 석탄 생산량은 신재생 에너지 발
전능력으로 쉽게 충족 될 수 있다. 2018년 마크
롱(Macron)은 2030년까지 연안풍력 발전 단
지의 전기 생산량이 3배로 증가하고 태양광 발
전량은 5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하
는 모든 에너지(전기 제외)를 32%로 증가시
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13년 만에 거
의 두 배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2017년 EU
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얻은 에너지는 17%에 달
했다.). 이는 파리 기후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U는 또한
모든 국가로 하여금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
(NECP)’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가들
이 발전 원료를 석탄에서 청정원료로 전환시키
는 것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독일에서 연안풍력배치가 중단되면서 탈석탄
이 위협 받고 있다. 이는 계획법의 변경안이 제
안되면서 연안풍력발전단지를 승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없더라도 석탄
궤적을 가속화하여 탈석탄의 완료시점을 기존
의 부적절한 2038년보다 더 이르게 앞당기려면
연안풍력의 빠른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탈리아의 국가 에너지 전략 목표는 2030년까
지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55%를 차지하도록 하
는 것으로, 30GW의 태양광 발전 건설을 포함
한다. 그러나 석탄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더 많
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건설하려는 조치는
아직 부족하다.

1조 달러:
해상풍력의 잠재력

2019년 10월, 국제 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40년까지 전 세계 해상 풍
력 투자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했다. 이들은 EU의 용량만으로도 현재 20GW이며,
2040년까지 180GW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로비 단체인 윈드유럽(WindEurope)은 2050년까
지 450GW까지도 도달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유럽의 최신 경매 가격은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계
속 하락하고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은 최신 터빈인 12MW 할리아드-X (12 MW
Haliade-X, 그림)가 유럽 북해에서 63%의 이용률
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국가들은 석탄을 대체한 발전용 뿐만 아니라 항
공, 해운 및 철강의 탈탄소화를 위해 수소를 생산하
기 위해 해상풍에 의존하고 있다. 덴마크 기업 외르
스테드(Ørsted)는 이미 녹색 수소 생산을 포함한
5GW의 ‘해상풍섬(offshore wind island)’을 계획
하고 있다.

할리아드-X 12 MW의 시제품
사진: 제너럴 일렉트릭

요건 5

직접적인

유럽의 교훈

효과적이었던
정책
징검다리 연료로써 가스는 처음에는 위협적이
었지만 재생 에너지가 강력하게 성장함에 따
라 2025년까지 탈석탄과 더불어 영국의 화석
가스 발전도 줄어들 것이다. 영국의 전력 시장
은 새로운 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15년
이라는 관대한 계약을 제공하지만, 2014년 이
후 2개의 대형 가스 발전소만 건설 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징검다리 연료로써 화석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탈석탄과 동시에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성장이 가스 발전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져야 한다.

화석가스, 바이오매스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징검다리를 피한다.
석탄발전소를 가스, 바이오매스, 폐기물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들이 내세운 이점은 사실과 다르다. 가스 생산은
메탄을 발생시키고,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배출가스량은 0이 아니다.

독일의 화석 가스 징검다리는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새
로운 가스 피커(gas peaker)가 건설될 예정이
지만, 총 가스 발전량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피커(gas peaker)는 풍력과
태양광의 틈새를 보완하고 네트워크의 지역 부
분에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다.

2019년 스페인에서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환으
로 인한 화석가스 연소율 증가는 일시적인 것
이어야 한다. 가스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거나
노후 석탄 발전소로 전환하는 일은 예견된 것
이 아니다.

포르투갈의 재생 에너지 성장률은 2030년까지
가스 발전 비율이 27%에서 거의 0%로 감소한
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핀란드의 석탄 문제는 전기보다는 열이다. 지역
난방의 19%는 석탄을, 7%는 전기를 사용한다.
이러한 열 때문에 핀란드가 바이오매스 덫에 빠
질 위험이 있다. 일반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난
방용으로 사용되었던 석탄은 대부분 바이오매
스나 화석 가스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여기에도 발전이 시작되었다. 석탄을 대체하
기 위한 ‘연소이상의’ 기술에 대한 주 기금이 있
고, 정부는 보다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 열 펌프
와 같은 연소 기술을 넘어서기 위해 에너지 과
세를 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비효과적
이었던
정책
영국 정부는 초기에 바이오매스에 대해 보조금
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드랙스 (Drax) 발
전소는 10년에 걸쳐 120억 유로를 보조금으
로 받게 되는데, 주로 수입된 미국 목재 펠렛
(pellets)을 연소시키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계
약이 체결된 이후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비
용이 너무 많이 하락하여 바이오매스를 연소시
키는 것은 값비싼 실수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네덜란드의 경우, 바이오매스는 이미 작지 않
고, 어쩌면 더 커질 수도 있는 문제다. 4개의 석
탄 발전소는 8년에 걸쳐 바이오매스를 석탄과
공동 연소하는 데 36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고, 이러한 계약에 따른 공동 연소는 2019
년에 시작되었다. 현재의 정부간 연합 협약에
는 석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지급은 종료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석탄 발전소 운영자는 여전히
동일한 석탄 발전소 중 3개는 바이오매스만 연
소시키도록 전환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석탄은 독일의 난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지역 난방 시스템을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
하면 가스 소비가 증가된다. 그러나 미래에 수
소 또는 바이오가스와 같은 비화석 가스를 연소
시키기 위해 지역의 난방 시스템을 어떻게 전환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스발전소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탈리아는 가스 징검다리의 위험이 크다. 지금
까지 탈석탄 정책으로 많은 가스발전소 건설이
승인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및 저장기술을 배제
하는 수익성 있는 지원을 받았다.

프랑스의 석탄 발전소 소유주들은 유럽 전역의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발전소를 바이오매
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도
록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이
지 않지만, 이 로비 압력은 여전히 바이오매스
징검다리의 상당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EDF는 코르데마(Cordemais) 석탄 발
전소의 바이오매스 전환 계획에 착수할 것이라
고 주장하지만, 최근 유니퍼(Uniper)로부터 인
수한 두 개의 석탄 발전소에서 EPH가 어떤 계
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리스에는 화석 가스 징검다리가 큰 위협이다.
새로운 826 MW 발전소가 건설되었고 2021년
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소한 1-2개
의 발전소에 대한 계획이 있다. 프톨레마이다 5
호기(Ptolemaida 5, 2022년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PPC의 새로운 갈탄 발전소)의 경우,
수입 연료를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
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데에 관해 여러 이해관
계가 존재한다.

유럽이 가스 붐에 빠져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새로운 송유관인 노드스트림 2호(Nordstream 2, 사진)를 건설하고 있고, 미국은 LNG 수출
증대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 새로운 가스 발전소를 거의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추가 연료는 전력 부문에서 연소되
지 않는다. 미국은 2018년에만 20GW를 구축한 것에
비해 유럽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8GW가 구축될 예정이다.
새로운 가스 발전소의 경제성은 그냥 쌓이지 않는다.
첫째, 더 많은 풍력과 태양광이 가동되기 때문에 미
래 활용도가 매우 낮아질 것이다. 둘째로, 완전한 탈
탄소화에 대한 요건은 사용량이 적은 가스 발전소라
도 미래에 가동 중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
째,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유럽 투
자 은행(EIB)은 화석 연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금
지하는 규정을 변경했다.

노드스트림 2호 송유관 설치
사진: 베른트 웨스트 넥
(Bernd Wuestneck/dpa(AP)

요건 6

믿을 수 있는

유럽의 교훈

효과적이었던
정책
영국은 전력 시장이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
가 문을 닫으면서 ‘전기를 계속 사용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었다. 영국의 전력 시장은
10GW 이상의 새로운 용량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화석연료 일부(대형 가스 발전소 2개와 여
러 개의 소형 가스 발전소)와 대부분 인터커넥
터, 수요 반응 및 저장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투
자 덕분에 전력 공급 중단의 위험 없이 석탄 발
전소는 빠르게 폐쇄될 수 있었다.

네덜란드는 수요 반응, 북해의 풍력해상 전략,
영국, 독일, 벨기에, 덴마크와의 새로운 인터커
넥터, 수소, 저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유연성
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독일 네트워크 회사는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다. 수소는 점점 화석 가스에 대
한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기는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전기 저장, 인터커넥터(interconnector), 수요 반응 등에 대한
투자를 극대화해야 한다. 가스 피커(gas peaker)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건설되어야 하며, 그 활용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생 에너지를 건설할 더 큰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건설되어야 한다.

스페인의 약 40%에 달하는 충분한 용량이 있
어 탈석탄 후에도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
한 우려는 없다. 실제로 전력망 사업자(grid
operator)들은 10GW의 석탄 용량 중 5GW의
용량을 지금 쉽게 시스템에서 폐쇄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포르투갈의 전력망 사업자(grid operator)는
석탄 발전소 중 하나의 폐쇄를 예상하고 두 개
의 고전압 라인을 새로 건설하는 절차를 시작했
다. 해당 라인을 통해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을
때 전력이 계속 공급될 수 있다.

EU는 비경제적인 석탄 발전소에 보조금을 지
급하기 하는 ‘용량 계약 (capacity contract)’
을 금지해왔다. 영국의 경우 전력 공급을 유지
하기 위해 석탄 발전소에 보조금을 지불하여
석탄 발전소의 폐쇄를 늦춰왔고, 폴란드에서
는 15년 계약을 통해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장
려할 계획이다. 따라서 EU는 배출가스 성능 표
준인 550 gCO2/KWh를 적용하여 2025년부터
석탄 발전소에 대한 용량 계약으로 보조금이 지
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현장에서

폐쇄된 석탄 발전소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소가
될 수 있다.

비효과적
이었던
정책
영국의 역량 메커니즘의 주요 결함은 석탄 발전
소에 2022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억 유로가
될 것이다. 이것들은 석탄 대체를 돕기 위한 용
량 투자를 밀어내고 있으나 해당 문제는 마침내
해결되고 있다. 2022년 이후 석탄에 대한 보조
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결국 배출가스 성능 기
준이 도입할 예정이다.

스페인은 저장장치의 구축, 인터커넥터, 수요
반응의 극대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계획이 없
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탈석탄 완료
를 위해 필요하다.

이탈리아의 전력 시장은 전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가스 사용이 급증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화석 가스 발전소를 장려하
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되었으며 저장 및 다른
기술에 대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지멘스 가메사(Siemens Gamesa)는 최근 화산
암(차가운 용암)을 매체로 사용하는 최초의 저
장 시설을 열었다. 1,000 톤의 암석은 열을 저장
할 수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에서 생성된 열기
를 통해 주입된다.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을 때 암
석은 증기 터빈을 사용하여 저장된 에너지를 역
류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터빈과 같은 오래된
화력 발전소의 많은 부분을 새로운 용도로 사
용할 수 있어 동시에 작업을 절약 할 수 있다.
다른 기관들도 유사한 포스트 리튬 저장 물질
(post-lithium storage materials)에 대한 연
구를 하고 있다. 독일 우주 항공 센터는 시험 시
설에서 액체 소금에 대해 에너지 저장 시험을 하
고 있다.

열 에너지 저장 TESIS
사진 : DLR (CC-B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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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유럽의 교훈

효과적이었던
정책
유럽 전체(EU-ETS)에

걸쳐 탄소 시장은 하나밖
에 없으며, 모든 석탄 발전소 및 기타 대형 배출
기관은 배출하는 모든 이산화탄소에 대해 1톤
당 할당을 구매해야 한다. 해당 시장은 2017년
에 개혁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격이 톤당 15 ~
30 유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승했다. 2019
년 가격은 1톤당 약 25 유로로, 이는 세 가지 면
에서 석탄 발전소에 영향을 미쳤다. 첫째, 2019
년 내내 가스를 연소하는 비용보다 석탄 연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
2019년 유럽의 5개 석탄 발전소 중 4곳이 비경
제적이라고 추정하며 수익성을 없앴다. 셋째,
풍력과 태양광이 보조금없이 경쟁할 수 있기 때
문에 정부가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야망을 실질
적으로 넓히도록 장려했다.

석탄은 탄소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탄소 가격 책정은 탈석탄에 유용한 정책이지만 결코 유일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탄소 가격이 오르면 폐쇄가 가속화되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는다는 보장은 없다. 탄소세
수입은 전환 자금을 조달하고 연료 빈곤(fuel poverty)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완전한 ‘오염자 부담’ 접근 방법이
필요하므로 석탄 발전소는 무료로 할당을 받아서는 안된다.

영국은 EU-ETS외에 발전소에 탄소세를 부과했
다. 세금은 2013년 1톤당 5파운드에서 2015년
에는 18파운드(약 6유로/MWh 상승)로 상승
했다. 이는 EU-ETS 가격과 함께 톤당 40유로가
넘는 발전소의 총 탄소 가격을 의미한다. 이것
은 석탄 발전소의 폐쇄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해
상 풍력의 비용을 보다 저렴하게 하여 전기 전
환을 가속화했다.

독일 석탄 위원회는 탈석탄에 따라 EU 탄소 시
장에서 허가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 인
해 독일의 탈석탄이 과잉 공급을 유발하고 탄소
가격을 낮추는 상황을 방지한다.

네덜란드 연합 협정에는 최저 탄소 가격이
2020년에는 18유로/tCO2, 2030년까지 4유로
3/tCO2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EU-ETS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네덜란드
탄소 가격은 하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계획과 함께 발표되어 전
기 전환을 위한 확실한 3가지 계획을 제공했다.

포르투갈은 2018년 전기생산용 석탄사용료 부
과제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단일 연료 세금은 석탄을 분리시켜 탈석탄의 가
속화를 불가피하게 한다.

현장에서

무너지는
석탄 경제

비효과적
이었던
정책
2005년에 설립된 EU-ETS는 출발이 매우 더디
고 10년이 넘도록 효과가 없었다. 2017년까지
탄소 가격은 대부분 톤당 10 유로 미만으로 배
출량을 줄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의미있는 탄소 가격을 제시하기 위
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013
년까지 석탄 발전소 대부분이 요구에 의해 무
상 할당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가동 상태를 유
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20년까
지 탄소 할당을 우회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
고 있으며, 심지어 석탄 발전소 업그레이드에
대한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제 10C 조)
이 존재한다.

네덜란드 연합 협약에서 최저 탄소 가격이 약속
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준은 2020년에
는 12유로/tCO2, 2030년에는 32유로/ tCO2
로 발표된 것보다 훨씬 낮고 심지어 ETS 가격
보다 낮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것이 2030년 전
기 부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이라
고 결정했다.

2019년 10월,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2019년 ‘아포코울립스 나우 (Apocoalypse
Now)’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EU 석탄 발전기의 79%
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저렴한 가스의 우세와
함께 저렴한 가격의 풍력, 태양광, 배터리 및 수요 반응과
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이러한 손실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석탄 위원회가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한 결
정적인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EU-ETS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만약 EU
의 탄소 가격이 하락하면, 독일의 탈석탄은 예
상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EU 정책 입안자들이 2030년까지 경탄이나 갈탄 발
전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과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투자
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일부 정부가 장기적
으로 친석탄 체제를 유지한다면 주주 가치 파괴, 재정 자
원 고갈 또는 경제 경쟁력 저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고 말했다.

매튜 그레이(Matthew Gray),
아포코울립스 나우 (Apocoalypse
Now) 보고서 주요 필자
사진: 카본 트래커
(Carbon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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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유럽의 교훈

효과적이었던
정책
EU는 대기 오염 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더러운 석탄 발전소에 대해 투자 또는 폐
쇄하도록 강요한다. EU의 산업 배출 지침(EU’s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에는 ‘최고 기
준’(BREF) 정책이 있으며 이는 7년마다 업데이
트 된다. 2021년에는 SO2(이산화황) 및 NOx(
질산화물) 제한이 크게 강화되어 유럽 전역의
많은 발전소가 이를 준수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전력회사는 낙후된 석탄 발전소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지, 폐쇄할 지를 선택해야 한다.

더러운 발전소를 먼저 폐쇄한다.
가장 더러운 석탄 발전소는 즉각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는 공해 한도를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지만 더러운 석탄 발전소에 대한
추가 투자보다는 폐쇄를 장려해야 한다.

영국의 많은 석탄 발전소는 2015년과 2016년
에 ‘투자 또는 폐쇄’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
나 정부가 이미 2025년에 탈석탄 완료를 선언
했고, 높은 탄소 가격과 같은 다른 조치들이 시
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회사에 의한 새로
운 투자는 없었고, 기존의 더러운 석탄 발전소
는 폐쇄되었다.

현장에서

마요르카(Mallorca)의
더러운 석탄 발전소에 대한
수명 연장 없음

비효과적
이었던
정책
독일 석탄 위원회는 오염 한계를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공하지 않았다. 2009년 독일의 석
탄 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공해 한계
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
라 공해 한계는 변하지 않았다. 독일은 EU의 기
본 표준을 법률로 바꾸기까지 하면서 시간을 끌
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더러운 두 석탄 회사는
RWE와 EPH인데 이는 독일의 갈탄 발전소 때문
이다. RWE의 발전소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에 있으며 주요 광산에서 200km 이내에 4억 6
천만 명이 살고 있다

EU는 배출권거래제도 (EU-ETS)를 통해 석탄
발전소 투자 ‘보조금’을 허용했다. 폴란드와 체
코는 EU-ETS에서 석탄 발전소 운영자에게 특
히 공개 수준을 엄격히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투자 개량을 조건으로 ‘무료 배출권’ 양도했다.
이 보조금은 ‘투자 또는 폐쇄’의 경제를 변화 시
켰으며, 의심 할 여지없이 오래된 석탄 발전소
는 폐쇄보다는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스의 의사 결정권자들은 EU가 정한 한계
를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여 EU에
서 가장 더러운 석탄 발전소 중 하나인 아민타
이오(Amyntaio) 발전소에 대해 부분적 수정
(degrogation)을 적용했다. 이 결정으로 기존
의 가동 시간인 17,500시간에서 32,000시간
으로 연장되었지만 이는 EU 법의 의도에 반하
는 것이다.

마요르카(Mallorca)의 알쿠디아(Alcudia)에서 자
란 요제프 비치(Josep Vich)는 그가 평생 동안 겪었
던 부비동과 천식 문제가 섬에 있는 한 발전소의 대
기 오염과 연료인 석탄의 먼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
각한다. 석탄은 트럭으로 발전소로 운반된다.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면 화장지에서 검
은 물질이 나왔다고 반복해서 불평했던 기억이 난
다.’고 한다. 2019년 발전소 운영자와 지방 및 중앙
정부가 2025년까지 가동 시간을 줄이고 마지막 호
기를 폐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발전소를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EU 오염 기
준을 충족시켜 발전소 수명을 크게 연장시키려 했던
의지를 표명한 후에 내린 결정이다.

지역 주민 요제프 비치(Josep Vich)
사진 : 그레크 맥네빈 (Greg McNevin)/유럽 비욘드 코울(Europe
Beyond 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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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

유럽의 교훈

효과적이었던
정책
영국은 석탄 발전소가 비경제적이고 2025년 탈
석탄 완료일 훨씬 전에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전력회사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피해
왔다. 영국의 경우, 탄소 가격제, 재생 에너지
성장으로 인한 석탄 발전소 이용 및 전기 가격
하락과 공해 한계의 강화 등 3가지 주요 정책이
석탄 발전소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쳤다.

핀란드에서는 어떠한 보상금도 지급되지 않는
다. 에너지 회사들은 보상을 받기를 원했지만
핀란드 헌법위원회는 중요한 판결에서 ‘회사와
다른 거래자들은 그들의 사업의 관할법이 변경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
다’고 결정했다.

폐쇄에 대한 지출을 피한다.
정부는 납세자의 돈을 오염 자산을 청산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화석연료 회사들이 잘못된 결정에 대해
보상을 하고 비뚤어진 인센티브를 만들어, 에너지 전환이
늦어지고 불필요하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용량 메커니즘이나 값비싼 균형 계약을 통해 석탄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탈석탄법은 석탄발전소를 명시적으
로 폐쇄한다고 하지 않고, 2030년부터 ‘석탄 연
소를 금한다.’라고 표현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것이 석탄 발전소에 어떠한 보상도 지불할 필
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미 석
탄사업자 3명 중 2명이 보상 요구를 위해 정부
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과
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장에서

독일: 발전소 폐쇄에 대한

비효과적
이었던
정책
독일 석탄 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발전소와 탄광을 폐쇄하기 위해 보조금
을 지불 한다는 데 동의했다. 갈탄 발전소 운영
자들은 연방 정부와 함께 동의할 것이다. 경탄
발전소는 2020년대 중반에 문을 닫기 위해 경
매에 들어간다. 갈탄과 경탄의 형편없는 경제
성을 감안할 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EU 국가
지원법과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

비용을 대중이 지불한다?

독일의 나쁜 정책 선례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듯 하다. 문을 닫아야 할 헝가리 갈탄 발전
소의 소유주는 독일의 탈석탄을 언급하며 보상
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 독일의 경제 및 에너지 장관인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은 갈탄연소 중단에
대한 대가로 석탄 발전소에 거액을 지불하여 기
후 의무 준수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로 합의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갈탄 발
전소 8개를 예비 상태로 유지하는 데 16억 유로
가 지급된다. 해당 발전소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가동할 것을 요청받지 않았다. 알려진 바와 같
이, ‘갈탄 저장소’는 항상 전기 소비자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석탄 발전소에 대한 보상을 지
불하는 뒷문으로 여겨졌다.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
독일 장관
사진: 이마고/마리우스 슈바르츠
(Imago/Marius Schwarz)

석탄 문제의 해결
유럽의 4년간 탈석탄 정책의 교훈
2019년 12월
작성 및 조사: 유럽 10개국의 20명 이상의 탈석탄 정책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 모든 분들에
큰 감사를 표한다. 유럽 비욘드 코울(Europe Beyond Coal)의 엘레나 빅셀(Elena Bixel)과 샌드백(Sandbag)의 데이브 존스
(Dave Jones)에 이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수집 및 편집했다.
그래픽 디자인 : 디자니어 포 클라이밋 (Designers for Climate)
번역 제작 : 대전충남녹색연합
번역 후원 : Patagonia 1% for the planet

똑똑한 기후 정책
샌드백(Sandbag)은 데이터와 정책을 사용하여 국가가 석탄에서 청정 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 할 수 있는 방법
을 보여주는 런던에 본사를 둔 기후 씽크 탱크이다.

www.sandbag.org.uk

유럽 비욘드 코울(Europe Beyond Coal)은 탄광과 석탄 발전소 폐쇄를 촉진하고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의 건설
을 방지하여,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시민 사회 단체 연합니다. 소
속 단체들은 유럽을 2030년 또는 그 이전에 탈석탄화 하기 위한 개별 캠페인에 시간, 에너지 및 자원을 투자하
고 있다.

www.beyond-coal.e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