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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실증 조사 결과

- 산모가 살던 지역의 미세먼지 PM2.5의 농도가 심각한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률이 53%가 높다(서울시에서 태어난 36만명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 2002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때 차량2부제를 실시했는데 이 시기 15세 이하 청소년 천식환자 

병원입원률이 40% 감소.  

- 미세먼지 오염도로 인한 천식입원률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지역간 차이가 크다. (높

은곳 1.16, 낮은 곳 1.31) 사회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한 환경관리 우선적으로 필요. 

2. 미세먼지 발생 원인

-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발은 50%가 채되지 못함. 제조업, 도로, 에너지산업분야에서 국내 미세먼지총량

이 급증하고 있음.

-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59%가 무연탄에서 7.7%가 유연탄에서 19.3%가 경유에서 발생. 

  석탄연료에서 66.7%, 경유에서 19.3%로 이 두 연료에서 86%의 미세먼지가 발생. 

- 국내 미세먼지의 63.5%는 제조업 연소, 24%는 교통, 6.2%는 생산공정, 3.8%는 에너지산업에서 발생

함.  

- 초미세먼지(PM2.5)는 직접배출원에 의해 50%발생, 질소산화물 등이 산소와 결합하여 50%발생한다. 

경유택시의 경우 미세먼지 직접배출이 예전보다 적다고 하지만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많아 결국 초미

세먼지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 

- 미세먼지 총 배출양에서 강원도(18%)와 전라남도(30%)의 비중이 높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이곳의 

제조업연소에서 급증했음. 강원도의 시멘트 산업, 전라남도의 제철, 석유화학단지의 영향이라고 추정

할 수 있음2). 

1) 3월 12일 국회 토론회 내용

2)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는 석회석과 석고등의 원료를 소성과정(1,000~1,450℃)을 거쳐 만들어진 시멘트클링커를 분쇄하여 

만들어지는데 소성과정에서 무연탄이 다량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에너지 산업 부문은 인천광역시(11%)와 충청남도(43%), 경상남도(19%)가 큰 비중을 차지함. 인천광

역시는 영흥화력발전소(4), 충청남도는 당진(8)-태안(8)-보령(8)화력발전소, 경상남도는 하동(8)-삼천

포(6)화력발전소의 영향으로 추정됨. 

- 2013년에 확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22년까지 총 12기의 추가 석탄화력발전소를 포

함해서 앞으로 총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신설될 예정임. 

- 이미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 

건설될 예정임. 

인천광역시 - 영흥도 화력 4기

충청남도 - 당진 화력 2기, 신보령 2기, 태안 2기, 동부그린 2기, 신서천 2기

강원도 - 삼척 화력 2기, 동양파워 2기(삼척), 북평화력 2기(동해), G프로젝트 2기(강릉), 동부 하슬라 

2기(강릉)

전라남도 - 여수 1기 

경상남도 - NSP IPP 2기(고성)

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



1980~2010년 가정용 전기소비와 산업용 전기소비 추이

<시사점 및 대책>

-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은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원인

-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대비 단기대책 필요

  차량 10부제 --> 5부제 --> 2부제 (아래 프랑스 파리는 바로 2부제 도입 참고)

  공사장, 산업계 제한적 가동중단 조치

- 초미세먼지 중장기 대책

  에너지다소비 산업과 전력다소비 구조를 개선해야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