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에서 가장 비싼 에너지 핵과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나라, 대한민국

원전밀집도 세계1위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 OECD 1위

석탄화력발전소 53기 가동중, 11기 건설중, 9기 계획

원전 비용 : 폐쇄비용,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리비용, 사고발생시 처리비용, 보험금 등

원전 25기 가동중, 3기 건설중, 8기 계획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대한민국은 지금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포화상태입니다

재생에너지 OECD 꼴찌

100만년이 지나야 사라지는 방사능 덩어리, 핵폐기물



우리나라 지자체 잇따른 에너지전환 선언

재생에너지 100% 대한민국, 해볼만 하다!

자료=그린피스

한국은 독일보다 태양광발전 잠재력이 높으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도 가능합니다. 

2030년까지 전력수요

100%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2020년까지
전력자립도 20%
신재생에너지로
원전 2기 대체 “에너지자립 2030” 자립률 70%

신재생에너지로 원전 7기 대체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신재생에너지로

석탄발전소

3기 대체



이제는 태양광! 햇빛이면 충분해요

태양광 발전 종사자 매해 110만 명씩 늘어, 발전용량당 고용인원 원전의 25배

화석연료

38%

원전

4%

태양광

풍력

기타 유동용량

1%

2040년 신규 발전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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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6GW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4년 전세계 재생에너지산업종사자 770만명 중 태양광 발전 종사자 250만명” 
- 국제재생에너지협회(IRENA) 2015년보고서

35.6명 1.4명

1MW 발전당 고용인원

태양광 원전

우리나라 한해 태양광 잠재량에 비해

현재 발전량은 1% 수준입니다.

태양광발전이늘면, 일자리가얼마나많이늘어날까요?

2040년 태양광 27%. 주요 에너지원 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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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별 발전단가 비교

석탄 가스 원자력 태양광 풍력

석탄

태양광 발전단가 2020년에 석탄, 가스와 같아집니다

태양광

원자력

풍력

가스



태양광 발전의 힘, 발전차액지원제도

정부

일정기간(10~20년)
최소한의 금액

재생에너지 생산자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란?

- 재생에너지의 나라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된 제도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을 직접적으로 보조

- 발전사업자는 이를 통해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음

- 특히 풀뿌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투자의 위험부담이 줄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됨

-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스페인,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시행중

- 우리나라는 2003년 ~ 2011년까지 시행됨

발전차액지원 제도는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힘, 발전차액지원제도

발전차액지원 제도(FIT)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우리나라에서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전기를 공급할때 일정량 이상을 꼭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일정량만 채우면 더 이상 재생에너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악용되고 있어요. 한전이나 대형발전회사들이

석탄화력발전소를 그대로 돌리기 위해 연료로 석탄과 우드팰릿을 섞어서

의무량을 채우는 꼼수를 사용하고요. 우리같은 소규모 풀뿌리 사업자들은

정부 지원이 부족해졌고 위험부담이 커졌어요.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

정부 재생에너지 생산및 공급자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라



원전과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하나. 우리 집에 미니태양광, 베란다태양광을 설치해요

두울. 우리동네에 태양광시민협동조합이 있는지 찾아보고 직접 참여해요.

세엣. 우리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지자체에 요구해요.

네엣. 우리 마을을 재생에너지 자립마을로 바꾸어요

다섯.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함께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에너지를 탕진하지 말고 이용하라! 빌헬름 오스트발트

태양은 우리에게 계산서를 보내지 않는다. 프란츠 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