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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최근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환경정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석탄화력 발전소 추진 사례를 

소재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법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001년 발전부문이 경

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발전사업 허가 체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설비들을 대상으

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허가가 일단 이루어진 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주민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절차

를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주도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속력 없는 약속

을 내세워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고 발전소의 입지 등 주요 사업계획을 결정하여 발전

사업허가를 받고 나면, 후행 절차에서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이 문제되더라도 실질적인 대안에 대

한 정보 공유와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대기질 악화와 건강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역시 부족하다. 그간 우리 정

부는 경제성을 우선하는 에너지 법 정책 기조 하에 석탄 발전을 고수해 왔고, 환경 정책 역시 그

러한 정책기조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국가차원에서 강도 높은 온실가스 저감을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환경법 정책 역시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

출시설규제, 배출부과금 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전력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을 내부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건강영향을 호소하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

어 감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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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석탄화력 발전소 추진 사례 검토 

    -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Ⅲ. 에너지 법･정책 주요 쟁점

Ⅳ. 환경법･정책 관련 쟁점

Ⅴ. 결어

I. 들어가며

화력발전은 전세계적으로 중추적인 발전원의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화

력발전은 가장 큰 발전원으로 원자력발전과 함께 기저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발전 시장 개방에 따라 계획되었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잇따라 준공되면서 

전체 설비에서 석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4%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원

별 발전량에서 석탄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7년에는 43.2%까지 높아

진 상황이다.1)

이러한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 증가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

을 고려할 때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발전소와 같은 고온의 연소기관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이나,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되는 황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빛을 받아 

산화되면서 암모니아, 수증기, 오존 등과 결합하며 여러 화학반응을 통해 2차적으

로 미세먼지를 만들게 된다.2) 석탄화력 발전소는 2012년 기준 초미세먼지 총량의 

3.4%를 배출하고 있으며,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전체의 각 9.1%, 15.8%를 배출

하여 2차 미세먼지 생성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3)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는 14%로 사업장, 건

설기계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석탄화력 발전은 낮은 발열량으로 인하여 가스화력 발전에 비하여 온실가스 역

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2017년), 2018.6, 26면, 68면. 
2) 민경은, “숨쉬기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접근방법”, 환경논

총, 제59호, 2016, 17면
3) 그린피스, 살인면허: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의 건강피해, 2016, 10면
4)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보도자료), 2016. 6. 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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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많이 배출한다.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됐다는 석탄화력 발전소도 가스복합화력 

발전소에 비하면 2배, 재생가능에너지와 비교하면 20〜80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한다.5)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수치를 적용하면 국내 석탄화력 

발전의 대기오염 비용은 연간 5조 원을 넘어 가스 화력의 5배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6)

세계 각국은 이와 같은 석탄화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에 주목하며 그 비중을 축

소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원동력은 新기후체제의 출범이다. 파

리협정이 체결된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영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의 

주도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이 출범하였고,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이산화탄소 감축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7)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8)은 좌절되었지만, 미

국 내 석탄화력 발전소가 줄어들고 있고,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도 저조하여 전기

생산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기오염과 관련한 규제강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도 탈석탄 정책의 동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탈석탄에 나서고 있다. 2013년 9월 “대기

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중국 내 석탄 소비량이 가장 높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 지역을 중심으로 석탄 소비량을 제한하고,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9) 2014년에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의 20%를 비화석연

료로 대체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며, 급기야 2014년 말, 금세기 처음으로 연간 

석탄소비량의 2.9%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를 줄이는 성과도 이루어냈다.10) 

보다 전향적인 의사결정에 나선 국가들도 있다. 프랑스는 2021년, 포르투갈은 

2020년, 오스트리아는 2025년, 캐나다, 핀란드, 덴마크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

5) 그린피스, 앞의 보고서, 38면
6) 이상훈,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화력 축소 시나리오”, 『전기저널』, 제

475호, 2016, 41면
7) 한국에너지공단, “해외이슈: 영국 석탄발전 종료, 가스 원자력 발전 전환 선언”, KEA 에

너지 이슈 브리핑, 제30호, 2015. 11. 30. 
8) 2015년 8월 발표된 것으로 2030년까지 발전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32% 

감축하고, 현재 미국에서 가동 중인 약 1,000개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 모두 
폐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전의찬,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화력발전 대안”, 전기저널, 제475호2016, 50면).

9) 전의찬, 앞의 논문, 50면 

10) 그린피스 동아시아 사무소, “한중일 에너지 삼국지-석탄화력에 대처하는 세 나라의 자
세”, 2015. 4. 6. http://www.huffingtonpost.kr/greenpeace-korea/story_b_70036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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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한바 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유럽연합의 7개 국가들

은 이미 석탄 발전소를 퇴출시켰다.11)

이에 부응하여 석탄화력 발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움직임

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3년 7월 World Bank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는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기로 하였고, 유럽투자은행(EIB) 역시 석탄화

력 발전소 신설 및 개조에 대한 지원 중단을 발표하였다. 2013년 12월 유럽부흥개

발은행(EBRD)도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를 결정하였다.12) 2015년 

11월 OECD 회원국은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해외 금융투자를 제한하는데 합의

했다.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2016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변화와 범국민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화력 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13) 하지만, 당시 건설 진행중이던 공정률

이 10% 이하인 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건설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14) 2017

년 현 정부 출범이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

한 논의가 있었지만,15) 결국 9기 가운데 2기를 LNG로 전환하고, 나머지 7기(신서

천, 고성하이1･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는 계획대로 건설하기

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용량은 2030년 39.9GW까지 늘어날 전

망이다.

이와 같이 석탄화력 발전의 높은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쉽게 석탄화력 발전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중 가장 

11) 최현정,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통에너지로의 회귀?”,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16. 12.

12) 이미혜, “화력발전시장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Energy Focus』, 
2014 가을호, 95면.

13) 산업통상자원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보도자료) 2016. 7. 6. 
14) 그린피스, 앞의 보고서, 8면
15) 2017. 6. 19. 고리 1호기 영구정지행사에서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기

준 강화, 월성 1호기의 폐쇄를 추진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등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며, 석탄화력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임기내 노후 석탄화력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헌석, “문재인 정부 1년, 에너지 정책 평가”, 시민
사회에서 바라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 토
론회>,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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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받은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의 

추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석탄화력 발전소와 관련한 규제

에 있어 우리나라의 현재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이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

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바람직한 법･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석탄화력 발전소 추진 사례 검토 -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1.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추진 과정

(1) 동양파워의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의향서 제출(2012. 7. 25)

동양시멘트(주)는 1938년부터 70년 이상 삼척시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면서, 

시멘트용 석회석을 채굴했던 폐광산 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석탄화력 발

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1. 11. 4. 동양파워주식회사(이하 ‘동

양파워’)를 설립하고, 2012. 7. 25.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당시 삼척 지역에 대해 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제출한 회사는 동양파워 외에도 동

부, 삼성물산, 포스코에너지, STX에너지 등 총 5개사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동

양파워는 화력 발전소와 연계하여 총 85만평 규모의 친환경 복합발전단지를 조성

하는데 총 11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워 2012. 4. 24. 삼척시와 투자양해각

서를 체결하였고, 삼척시의회는 2012. 10. 23. 동양파워의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동의하였다.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2013. 2. 25.)

지식경제부장관은 위 건설의향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13. 2. 25. 동양파워 삼

척화력 1･2호기 등 총 1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874만㎾)을 포함한 총 2,957만㎾의 

신규 발전설비 건설을 골자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

보다 12.3%나 높은 전망을 제시하여 에너지 부문 상위계획과 불일치하고, 연간 설

비 예비율의 편차가 과다하여 2020년에는 설비 예비율이 30.5%에 이를 것으로 예

측되는 등 발전설비 과투자가 우려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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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설비 건설의향서 평가과정에 대해서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계속 

제기 되었는데, 2014. 11. 4.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지표 산출이 잘못되고, 비계량

지표에 대한 평가의견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평가 절차상의 문제점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3) 발전사업자 허가 (2013. 7.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은 2013. 7. 5.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

획｣에 반영된 동양파워에 대해 발전사업을 허가하였다(전기사업법 제7조, 법 시행

규칙 제6조). 그러나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한 직후인 2013. 9. 30.경 동양파워의 주

요 주주였던 (주)동양(20%)과 동양레저(25%)가 법정관리를 신청한데 이어, 최대주

주였던 동양시멘트(55%) 역시 10. 1.경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동양파워는 11. 18.

경 삼척시에 약속하였던 산업단지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자 강원도지사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 철회를 요청하였다.

(4) 포스파워 발전사업 변경허가 (2014. 12. 8.)

동양파워는 결국 2014. 8. 29. 포스코에너지(주)에 지분 100%를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3. 상호를 포스파워주식회사(이하 ‘포스파워’)로 변경

한 후 2014. 12. 8.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미루다가 

사업권을 매각한 것만으로 폭리를 취한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

고, 발전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

기도 하였다.16) 

(5) 계속적인 착공기한 연장 결정

현재 석탄화력 발전소의 착공기한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발

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제8조 제1항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미리 고시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

하지 못하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전기사업법 

16) 2014.10.5. 법률 제12816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시
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고, 건설의향서 평가제도 역시 폐지되
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가 아닌 발전사업 허가 단
계에서 신규 발전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석탄화력 발전소 관련 법･정책의 개선 과제 _ 박지혜 ∣107∣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삼척화력 발전소는 사업추진업체의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보완 등으로 인하여 최

초 발전사업 허가일인 2013. 7. 5.부터 3년이 지나도록 공사계획 인가는 물론 실시

계획 승인 처분도 받지 못하였다. 산업자원통상자원부장관은 2017. 1.과 2017. 7.경 

추가로 두 차례나 삼척화력의 착공기한을 연장해 주었으나, 마지막으로 연장된 기

한인 2017. 12. 31.까지도 포스파워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8. 1. 3. 또 다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6)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2018. 1. 11.)

현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을 구체화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2017. 7.경 “신규 석탄발전소 건립 중단”,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임기 내 폐쇄”와 함께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

소 9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착공 전의 석탄화력 발전 

사업자들에게 LNG로의 연료 전환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포스파워는 본 사업의 매

몰비용이 5,609억 원에 달하고, 공정율이 이미 10%가 넘었고, 지역주민이 원한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연료전환 권고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결국 2017. 12. 환경영

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가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8. 

1. 11. 포스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같은 해 1. 19. 해당 

발전소의 건설사업에 관한 공사계획을 인가하였다. 

2. 지역주민의 우려

(1) 입지 부적절성 - 입지 평가과정의 문제점

동양파워는 화력발전소 건설 경험이 전무함에도 삼척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기

타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산업통

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 주도로 진행된 건설의향서 평가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당시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은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① 전기사업을 적정

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제1호), ②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제2호), ③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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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5호)을 요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의 위임에 따

라 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i)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ii)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등을 발전사업 허가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건설의향서 평가시에 주요 기준이 된다. 그런데, 동양 그룹은 주요 회

사들이 발전사업 허가가 이루어진지 3개월 안에 모두 법정관리를 신청할 만큼 재

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동양파워는 발전사업 진행 실적이 전무하

였으며, 동양파워가 선정한 폐광부지는 여느 화력발전소와 달리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용수 취수와 온배수 배출, 원료 운반 등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삼척 시내와의 거리도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계획대로 발전소 설

치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2)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삼척시는 80여년간 운영되어온 석회석 광산과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이 우려가 큰 지역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이 이미 시행된 바 있다. 이

에 더하여 시내 중심지역을 포함한 인구밀집지역의 대부분이 발전소 예정부지 반

경 5km 이내에 속해 있어 주민들은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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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예정부지 및 영향권역17)

최근 우리나라는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석탄발전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삼척은 그 중심에 있다. 삼척 원덕(2,044MW), 동해(1,190MW), 고성(2,080MW)에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고, 강릉(2,080MW)에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

이며, 이에 더하여 삼척시 중심가 인근인 적노동 지역에 2,100MW 규모의 발전소

17) 포스파워주식회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보고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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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시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발전소들중 삼척시 원덕읍과 동해시에 

위치한 발전소는 삼척화력 발전소 건설이 예정된 삼척시 적노동 지역과 매우 근접

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삼척화력 운영이 시작되면 국내에서 

가장 강화된 배출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최대 예측농도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19.88〜25.30㎍/㎥, 연평균 17.88〜18.71㎍/㎥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18)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연간･일간 기준

치를 모두 초과한 수준이며, 2018년 강화된 우리나라 환경기준에 따라 보더라도 

역시 연간 기준치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고농도의 미세먼지 배출은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삼척주민들의 건강 영향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19)

초미세먼지 이외의 기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발암위해도도 문제된다.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삼척에는 비소, 카드뮴, 6가크롬, 벤젠 등 중금속 대

기배출의 현황농도가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카드뮴

의 경우에 현황농도가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에서 무척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해안침식으로 인한 자연자산의 손상

석탄화력 발전소의 부대시설인 하역부두, 방파제, 취배수로 등의 건설이 예정된 

맹방해변은 우리나라 해안 중 바다모래가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며, 비단조개, 참조개 등의 집단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화력발전소가 건설

된다면 이러한 자연자산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것이다. 

2015. 8. 13.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국적인 연안침식 현황 조사 끝에 맹방해변을 

포함하여, 경북 울진의 봉평해변, 전남 신안의 대광해변 등 총 3개소를 연안침식관

18) 포스파워주식회사, 앞의 보고서, 12면.
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13년 서울시 대상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
㎍/㎥ 증가할 때 심혈관계 관련 질환 입원발생위험이 전체에서 2.00%, 65세 이상에서 
3.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 관련 질환 입원발생위험 역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전체 연령에서 1.06%, 65세 이상 연령에서 8.84% 증가한다
(공성용 외, 초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연구(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 2013, 19-21면). 2016년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내국인 기준)
의 구성비가 전국에서 13.59%인데 비하여 삼척시는 20.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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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역20)으로 최종 지정하였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연안관리법

에 따라 건축물․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바다모래 채취 등의 임의적 개발행위

가 제한된다(연안관리법 제20조의5 제1항). 하지만, 사업자는 화력발전소 건설이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위제한 규정의 예외로 허용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21) 

(4) 절차상의 문제점

지역주민들은 동양파워에 대한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진지 6년여가 지난 현재까

지도 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을 앞세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놓고, 4개월 뒤에 해당 계획을 철회한 것은, 지역

주민과 의회를 의도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발전사업 허가가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내세워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관행은 주민동의서를 사업자가 

받는 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22)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2015년경부터 3년여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2015. 2.경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400여명 참여), 2015. 4.경 개최된 공청회

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기오염, 해안 침식 영향이 어떠하고 실

질적인 저감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23) 삼척화력에 대

20)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는 연안침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
역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2014. 8.경부터 전국 250
개소에 대한 해안침식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위 3개소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결정하
였다.

21) 연안관리법은 ①해안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
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③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 시설의 설
치가 필요한 경우, ④기타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
수산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다(제20조의5 제3항).

22) 2012. 8. 24.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지역 수용성 평가항목의 경우 사업자
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징구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 
신뢰도 저하 및 구민 갈등 유발, 행정력 부족 등의 문제로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제주시 등 10개 지자체에서 주민동의서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
라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대 25점의 
점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지역수용도 평가결과에 따라 발전사업자 선정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감사원, 앞의 보고서, 2014, 29면)

23)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의견수렴절차는 ⓵대상 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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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2015. 9, 2016. 1, 2017. 5 등 총 세 차례에 거쳐 환경

부･해양수산부의 보완요구가 있었고, 해안침식 영향예측과 모니터링 분야의 경우, 

마지막까지 보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는 침식저감대책을 대폭 수정하

여 제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에게는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Ⅲ. 에너지 법･정책 주요 쟁점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의 추진 사례는 그간의 에너지 법･정책 관행과 관련하여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규모 에너지시설의 추진 절차, 에

너지 정책간의 체계 정합성,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과의 연계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대규모 에너지시설의 추진 절차

2001년 발전부문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전력산업은 국가가 직접 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되 이를 국가가 규제하는 허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기사업법과 관련 개별법이 적용된다. 특히 발전

소 설치와 같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은 절차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고

려하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24) 따라서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원

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시작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제1차부터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

획까지는 발전사업자들의 건설의향을 접수해서 계통연계에 문제가 없는 경우 모두 

자체장이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 공람하고, ⓶사업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 받으며, 그 과정에서 ⓷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제25조 제2항, 제13조 제1항), 그간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일단 진행
되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왔다. 

24) 백옥선, “에너지사업 계획절차 관련법제 정비방안”, 『토지공법연구』, 제79권, 2017,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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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포함한 반면, 제3차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는 정부가 발전사업자

들의 건설의향서를 평가해서 사전에 정한 발전기종별 설비 규모에 맞추어 발전기

들을 선정한 뒤 이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모

두 발전사업 허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설비들을 대상

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허가가 이루어지면,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

고, 주민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전원개발사업추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됨으로써 건설계획이 비로소 확정되고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25) 이러한 절차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입장, 환경영향 

등은 건설의향서 평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이행성 지표에 대한 

세부평가 요소로 고려되어왔다. 

그러나,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사례에서 보듯 이와 같은 절차는 사업자가 일방

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난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구속력 

없는 약속을 내세워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고, 주무 부처 주관 하에 폐

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설의향서 평가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이후에는 사업 추진

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지역사회, 유관 정부기관26) 등의 문제 제

기가 있더라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의견 수렴, 근본적인 대안 검토 등의 과정 

없이 발전사업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전

기사업법 등 유관법률상 발전소 입지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

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내지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사업자 주도하에 

발전소의 입지 등 주요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후행 절차에서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는 건설의향서 평가

를 통해 발전소 건설을 사실상 결정하던 관행을 없애고, 건설의향서가 접수된 설

비는 모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향 설비로 반영하되, 법적 절차인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발전소 건설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일부 이루어졌다. 지난 2016년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전력수급기

25) 구지선, “환경불평등의 개선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2012, 301면 

26) 일례로 삼척화력 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는 포스파워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
완의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발암위해도 초과, 맹방해안에 대한 해안침식 저
감대책의 미비 등을 지적하면서 입지와 관련한 대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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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

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상 발전

사업 허가는 그 성격상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일 뿐이

며, 입지, 건축, 환경 등의 문제는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27) 하지만, 입지결정 단계에서 환경성, 지역수용성 등 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기여

할 것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입지 갈등 해결을 

위해 현재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

다.28) 이러한 제도 개선은 대규모 발전소의 건설과정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에너지 정책의 체계 정합성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 및 공급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전

기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매 2년마다 작성된다. 전력수급기

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중장기 전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전력수급 정책의 기본방

향과 전력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발전사업을 인허가 

하는 등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

다.

2013년 2월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1년 9월에 발생한 순환 단

전 사태 이후 수급안정에 대한 요구 속에 발전설비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2027년까지 최대전력이 연평균 2.4%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필요설비 용량

을 2,957만㎾로 확정하고, 1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1,050만㎾)와 4기의 LNG복합화

력 발전소(480만㎾)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보다 12.3%나 높은 전

망을 제시하여 에너지부문 상위계획과 불일치하고, 연간 설비예비율이 크게 상향 

조정되는 등 발전설비의 과투자 우려가 있고, 전력수요 절감 목표(6.4%) 역시 전력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18.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송배전 설비계획을 

27) 전기위원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수용성 관련 안내, 2015. 
28) 김강원, “태양광 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

팀 발표자료), <제10차 환경법제포럼 자료집>, 2018. 7. 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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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지 않아, 관련 비용이 발전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이 문제점으로 지

적되었다.29) 

특히 에너지기본계획과의 불일치가 문제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작성되며,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에

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신재생 기본계획 등 에너지원별, 부문별로 작성되는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진 최상위 계획이

다.30) 만약 상위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의 예측이 현실과 큰 괴리가 있어 하위 계

획에서 그러한 수요예측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이 필요할 것이다.31) 하지만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그러한 설명을 찾아

보기 힘들었다. 이후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불일치는 계속적으로 관찰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에너지 계획을 일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일치 해소를 위해 에너지 행정계획 수립 절차를 정비하고, 결정 과정과 그 근거

가 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에너지 행정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력수급기본계획 -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

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제9조〜제13조), 녹색성장위원회 설치(제14조〜제21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제40조, 제41조) 등을 주요 내용으

로 2009. 12. 29.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에너지법의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하였던 에너지기본법

의 명칭이 에너지법으로 바뀌었고, 에너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던 에너지정책의 기

본원칙(제3조),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관련 내용을 저탄소 녹색성장 

29) 허가형,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사업평가현안분석, 제46호. 
2013

30)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편람, 2016, 82면 
31) 사후적 평가이기는 하지만, 실제 전력수요는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최근 정체되고 있어,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수요예측은 오히려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신규석탄과 원전, 노후석탄
과 원전 폐쇄해도 전력수급가능, 2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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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나아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서는 i)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제1항). ii)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

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제3항)

고 규정하여 에너지정책을 포함한 녹색성장 일반에 관해서는 이 법이 최고의 규범

성을 가지는 일반규범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32)

이러한 규율에도 불구하고, 2013년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당시 2020년까지 5.43

억톤을 배출하겠다는 감축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까지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3. 2. 25.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을 발표하면서, 석탄화력 7기, 가스복합 4기가 신규로 도입되어 약 6천만톤의 온실

가스가 추가 배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당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그 달성계획과 배치되고, 

이는 행정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013. 7. 30. 법률 제11968호로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

수급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

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법 제25조 제7항)을 도입하면서,33) 전력수급기본

32) 허성욱,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1호, 2011.
33) 전기사업법(법률 제14672호, 2017.3.21., 일부개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
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3.7.30.>
③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2013.7.30., 2017.3.21.>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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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간의 정합성을 유지해야할 의무를 행정청에 명시적으로 

부여하였다. 이후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존중하는 외

양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 환경부 주도하에 추진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 과정 및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전환부문의 경우 추가적인 감축 필요

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축 수단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

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른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과연 에너지기본법의 상위법인지, 얼

마나 규범력을 가지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앞서 살펴본 대로 에너지기본법에

서 정하고 있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제3조),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등의 내용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율하게 된 연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타법간의 관계에 관한 규율 내용(제8조)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 정책에 

관하여도 녹색성장기본법은 최고의 규범성을 가지는 일반규범임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Ⅳ. 환경법･정책 관련 쟁점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등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는 환경법의 주요한 규

율대상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에너지 정책 기조 하에서 그간 환경

법･정책에서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규율해왔는지 살펴보고, 정책 환경의 변화를 감

안할 때 어떠한 규율이 새롭게 요구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 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
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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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소 운영과 배출시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발전소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

출허용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대량

배출 사업장에는(635개소) 굴뚝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 7종의 대기오염물질(먼지, 

SO2, NOx, NH3, HCI, HF CO)의 실시간 배출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중 발

전업은 14%에 해당하는 80개 사업장에 불과하지만 먼지의 배출비중은 50.7%를 

차지하는 등 2017년 한 해 동안 168,167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

났다.34)

오염물질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기본부과금과 배출부과금을 징수(제35조)하는 한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

선명령(제33조)을 내릴 수 있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지만 배

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상 피해가 급박한 경우 조업정지명령(제34조) 내지는 

과징금처분(제37조)을 내릴 수 있다. 조업정지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관

리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허가취소 등(제36조)의 대상이 된다. 배출허

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위법시설에 대한 폐

쇄조치 등을 실시해야한다(제38조). 2017년에는 신규 석탄발전소 9기의 먼지, 황산

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이 먼지 5mg/Sm3,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로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행정처

분 사례는 많지 않다. 전국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 정도가 위치해있는 충청남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들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배출부과금을 꾸준히 납부해 왔지만, 이에 대해 지난 5년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

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 보

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그에 따라 제정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

용기준에 관한 조례’가 2017. 6. 30.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배출허용기

준 위반에 대한 제재가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면, 배출허용기준의 강

화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34) 환경부, 발전소 등 635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연간 36만 톤 배출,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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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자부담원칙의 구현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규제는 위와 같은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직접 규제의 형식 

뿐만 아니라, 배출부과금,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 하고 관

련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간접 규제의 형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이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로, 크게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나뉜다. 현재 대기 배출부과금 대상 물

질은 먼지, 황산화물, 암모니아, 염화수소, 불화수소, 이황화탄소, 염소, 시안화수소 

등이다. 8종의 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kg당 초과부과금이 

발생한다. 다만 연간 10톤 이하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사업장은 이황

화탄소와 염소, 시안화수소 등 3종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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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요 35)

구분 초과배출부과금(’83년～) 기본배출부과금(’97년～)

부과
대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1～5종) 대기배출사업장(1～3종)

부과
항목 

(단가)

①먼지(770원/kg)
②황산화물(500원/kg)
③암모니아(1,400원/kg)
④염화수소(7,400원/kg)
⑤황화수소(6,000원/kg)
⑥이황화탄소(1,600원/kg)
⑦불소화합물(2,300원/kg)
⑧염소(7,400원/kg)
⑨시안화수소(7,300원/kg)

① 먼지(770원/kg)
② 황산화물(500원/kg)

산정
방법

[자체 개선 시]
①초과 배출량×②부과 단가×③지역별 부
과계수×④연도별 산정지수
[지도․점검에 의해 확인 시]
①초과 배출량×②부과 단가×③배출기준 
대비 초과율별 부과계수×④지역별 부과
계수×⑤연도별 산정지수 × ⑥ 위반횟수
별 부과계수

① 기준이내 배출량 × ② 부과 단가 
× ③ 연도별 산정지수 × ④ 지역별 
부과계수 × ⑤ 농도별 부과계수

부과
기간

초과시부터 개선완료까지 매 반기별(연 2회)

그간 질소산화물은 2008년부터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오염 총

량제’를 통해 관리할 뿐,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다. ｢제1차 수도

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량

이 각각 30톤, 20톤을 초과하는 대형사업장(대기 1종)을 대상으로 총량제가 도입되

었으며, 2010년 1월부터는 1,2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 배출량이 4

톤을 초과하는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2015년 12월말 기준 270개소의 사업

장을 대상으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점을 들어 질소

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도입에 반발해 왔다.36)

그러나, 질소산화물로 인한 인체 피해, 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 사회적 비

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37) 전향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

35) 환경부, 앞의 보고서.
36) 공성용 외, 원단위 배출량 관리방안 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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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자 2018. 5.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역시 배출부과금에 포함하기로 하고, kg당 

2,130원을 부과단가로 정하여 의견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배출부과금의 부

과 수준이 적절한지, 사업장에 충분한 저감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

이다. 환경부의 자체 추산 결과에 따르더라도 질소산화물의 사회적 한계 비용은 

45,971원/k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과금 수준을 향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1차 계획기간(2015

〜2017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3차 계획기간(2021년 이후) 등으로 운영

을 예정하였는데, 1차에서는 100% 무상할당하였고, 2차 기간에는 97% (3% 유상

할당), 3차 기간에는 90% 이내로 무상할당을 계획 중에 있다.38) 

1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은 대부분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할당방식을 적

용하여 배출권을 할당하였으며, 시멘트, 항공, 정유 업종의 일부 배출시설에 대해 

벤치마크(Benchmark) 할당방식을 적용하여 배출권을 할당하였다. 2016년 8월 1일 

기준, 국내 23개 업종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총 602개사이며, 발전･에너지

업종은 가장 배출량이 높은 업종으로 2013년 배출량은 전체 업종 중 52%에 해당

하는 265백만tCO2eq이었다. 

그러나 2016년 5월말 배출권 가격이 21,000원/tCO2eq까지 상승하자 배출권 잉여

업체의 매도, 정부의 예비분 공급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16,600원/tCO2eq까지 하

락한 사례에서 보듯,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배출

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인은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다. 특히 발전 부문

의 경우, 2015년 3월 배출권거래비용의 전력시장가격 영향을 최소화화기 위해 이

를 변동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정산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

이 개정되는 등 배출권거래제 규제 이행에 대한 발전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 추가적인 배출권 거래비용의 보전 방안이 마련되면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발

37) 이인희, 오혜정, 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 분석 - 화력발전소
를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2013. 12. 31.

38) 단,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100% 무상할당을 할 계획인데, 민감 업종은 ①무
역집약도가 30% 이상, ②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③무역집약도 10% 이상 및 생산비
용 발생도 5% 이상인 업종을 의미한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14조). 



∣122∣　환경법과 정책 제21권(2018.9.30)

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39) 

3.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

앞서 살펴보았듯이 카드뮴(Cd) 등 4개 항목의 대기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 

10-5을 초과한다는 것은 삼척지역이 현재 위해우려 지역이며 발암위해 관리가 꼭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Cd의 경우 발암위해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삼척화력 발전소의 경우 동

해시에 위치한 기존 발전소들과의 영향권역이 중복되면서 Cd 배출로 인한 발암위

해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일부 존재하는 등 삼척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건강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모든 개발사업이 긍정적 효과만 기

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저감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 삼척시 

대기환경개선대책에 대한 협력, 건강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7년간의 모니터링 등만

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40) 이에 따라 향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실제로 대기질 

악화와 건강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가 문제된다.

2008년 환경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에너지개발사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1만㎾ 이

상의 화력발전소에 대해 건강영향평가가 도입되었으나(환경보건법 제13조, 동법 시

행령 제12조 [별표1]), 건강영향평가 결과 삼척 지역과 같이 발암위해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유의미한 건강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뚜

렷한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사업자의 손에 맡기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5㎞ 이내 지역의 경우 주변지역

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제2조, 제10조, 제13조), 건강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

은 오히려 소극적인 경향이 관찰된다. 건강영향의 예방과 피해발생시 실질적인 지

원을 위해 관련 규정이 보완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영향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경우 배출원의 근원적인 저감 조치를 요구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39) 안재균, 발전부문의 장기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66-67면.

40)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보완보고서 432-433면;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재보완보고
서, 4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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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행정권한 발동을 촉구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기준’이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

하기 위해 설정한 정책목표로 우리나라에 환경기준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8년 환

경보전법을 시행하면서부터이다. 당시 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

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환

경기준을 설정한다”고 규정하였다.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

12조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

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

다”고 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환경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기, 소음, 수질 및 수생태계 등 매체별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절

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견해는 환경기준은 행정목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정하는 법규로서의 성질은 갖지 않는다고 판단해왔

다.41)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건설로 삼척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등이 

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더라도 해당 지역주민의 행정개입 청구권은 인정되

기 힘들 것이다.42) 따라서, 입법적으로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43) 

41) 대기환경법상 환경기준에 대해서는 법적구속력을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대기오
염물질의 특성상 인간이 오염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는 점,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완화
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점,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실천계획의 수립과 같은 특
별한 조치권한을 추가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상 환
경기준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채영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에 관한 소고”, 환경법 연구, 제38권, 3호, 
361-389면. 등 참조). 

42) 유럽법원은 환경오염 문제를 건강권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속적인 한계수치 초과는 인
간의 건강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속적 규정을 
요구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
을 긍정하는 연방행정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해당 판례에서는 한계수치를 초과하는 미
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는 국민이나 주민은 행정청을 상대로 개입
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청구는 인용되
었고,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청구는 행정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인용되지 않았다 (강현호,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법 연구, 제38권, 제1호, 2015, 165면)

43) 현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한하여 시 도지사에게만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 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고,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
하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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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어

정의롭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환시대가 도래하였다. 

앞으로 에너지 법･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안

정성, 환경친화성, 에너지효율성, 형평성 등의 기본원칙44)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에너지 위원회(World Energy Council, 이하 WEC)가 전 세계 주

요 국가들의 에너지 법･정책을 비교 평가한 결과45)에 따르면, 가장 에너지 법･정
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잘 수립된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저탄소 에너지원의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렴한 에너지 가격과 높은 전기 보급율로 에너지 형평성은 높은 것(130개국 중 

20위)으로 평가되었으나, 에너지 안보(101위)와 환경적 지속가능성(94위)에서 낮은 

평가를 면치 못하였다. WEC는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자원 공급 안정성이 매우 

낮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7%에 달하여 에너지 안보가 여전히 주요한 도전 

과제이며, 높은 에너지 집중도,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

해 볼 때 환경지속성을 위한 행동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는 

이러한 평가에 귀기울여야 할 때이다.

에너지법･정책과 환경법･정책의 접점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은 이러한 행동이 우

선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 글에서는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추진 사례를 바

탕으로 석탄화력 발전소를 둘러싼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

찰해 보았다. 그간 우리 정부는 경제성을 우선하는 에너지 법･정책 기조 하에 석

44) 에너지기본법(법률 제9372호, 2009.1.30., 일부개정) 제3조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정부
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3.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의 지속적 강화
4. 산업 환경 안보 교통 및 건축 등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통합적 고려
5.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 확대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 추진
6. 에너지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적 추진

45) 에너지 안보는 ① 총 에너지 생산 대비 소비 비율, ② 전력 생산 다양성, ③ 전력생산 
대비 송배전 손실율, ④ 최근 3년 에너지단위 개선도, ⑤ (석유생산+석유재고)/석유소비 
비율, ⑥ 연료 순수출입액/GDP 등 6개 지표, 에너지 형평성은 ① 휘발유값/1인당 소비 
지출액, ② 전기보급율 등 2개 지표,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① 에너지원단위, ② CO2배출
량/GDP, ③ 대기 및 수질오염 영향 정도, ④ CO2배출량/전력생산량 등 4개 지표로 평가
한다 ( WEC, 2015 World Energy Trilemma : 기후변화에 관해 우선 취할 행동과 에너
지 trilemma와의 균형 문제, 한국에너지재단 & World Energy Council, 2015,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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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발전을 고수해 왔고, 환경 정책을 그러한 정책기조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국가차원

에서 강도 높은 온실가스 저감을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

라 기존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법･정책은 화

력발전소에 대한 배출시설규제, 배출부과금 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

해 전력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고 건강영향을 호소하는 주민의 권

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법･정
책의 위와 같은 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간의 긴장이 해소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비전 달

성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투고일자  2018.09.02.  심사일자  2018.09.13.  게재확정일자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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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 and Policy on Coal Power in Korea 

- Analysis of the Samcheok coal power case -

Park Jee-Hye*
46)

The proportion of fossil fuel plant in power plant industry has consistently 

increased in Korea and it becomes widespread concerns with regard to climate 

change, air pollution and environmental policy. This paper tries to explore 

sustainable energy policy and environmental policy of Korea by analyzing a recent 

controversy in Samcheok over building a coal power. Ever since the electricity 

industry reform in 2001, private companies are allowed to operate in the electricity 

market. Under the current Electric Utility Act, environmental and social reviews are 

carried out as a form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ly after the 

power license to be issued. This makes it hard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Also, there tends to be not many options left to the 

local residents upon operating the plant. All in all, it seems that Korean 

government depends heavily on coal under current energy law and policy 

framework which puts priority on economics. Environmental policy seems to have 

respected such policy direction. However, the existing energy policy needs to 

change as the situation surrounding fossil fuel has changed, for example the air 

pollution problem such as Particulate Matter becomes very serious and 

internationally the government are required to keep the promises to reduce the 

GHGs. Environmental laws and policies can also play a key role in encouraging 

such a change by introducing policies that can internationaliz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osts of power generation with stronger emission regulation, emission 

charge system, and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and by providing legal 

grounds for the locals exercise their rights to clean air. 

* Attorney at Law, Green Law Center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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