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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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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0 탈석탄 주요 정책 제안 요약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2010년 대비 최소 50% 감축 

기후 과학의 요구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 이상,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5% 이상으로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함. 이는 2030년까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3억 3,450만톤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함.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2010년 대비 50% 이상 

(2018년 대비 55% 이상)  

  

❖ 2030년 석탄발전 0% 위한 탈석탄 연도 목표 및 로드맵 수립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감히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정책수단이 

석탄발전 퇴출임을 분명히 보여줌.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기후과학이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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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탈석탄 시한인 2030년 이전으로 석탄발전 퇴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2030년 탈석탄 연도 설정 및 법제화  

→ 2030년 탈석탄 로드맵 수립 및 관련 법제 개편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  

기후환경 영향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6기의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에 큰 의문이 있음. 특히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계획대로 2024년 가동을 시작할 경우 가동 10년 만에 경제성을 잃게 되어 향후 

건설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하고 좌초 자산화를 막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임. 또한 삼척을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자, 노동자,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함.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 기존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 이후에도 계속 가동이 계획되어 있는 석탄발전 

32.6GW에 대한  발전소  폐쇄 및 산업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함. 또한 폐쇄되는 석탄 

발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 계획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   

→ 2030년 이후에도 여전히 가동 계획 중인 석탄발전 45기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 마련  

→ 기존 석탄발전소 종사자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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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배경  

 

가. 전세계 2030 탈석탄 동향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전략, “2030 탈석탄” 

 

⚫ IPCC 제 6차 평가보고서 제 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인류에게 남은 탄소 예산을 1.5도씨 온도 상승 제한 

300~500GtCO2(83%~50%의 확률)로 예측하였음.1  

⚫ 국제 연구기관들은 탄소 예산 소진 전에 이산화탄소를 급격히 줄이기 위해서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탈석탄 계획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 2050년 전세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모든 OECD국가에서 석탄발전소(unabated coal-fired power) 

퇴출’이 필요하며, 2035년까지 전력 부문 순배출 ‘0’을 달성해야 함.2   

○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파리협정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모든 OECD국가들이 석탄발전을 전부 퇴출해야 하며, 

2040년까지 전 세계의 모든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함.  특히 한국의 발전 

부문 배출 경로 및 석탄화력발전 퇴출 연도로 2029년을 제시하였음.3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탈석탄 계획임. 

○ 카이스트(KAIST) 엄지용 교수 연구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30년 석탄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10% 정도까지 

하락하며 사실상 전력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4   

⚫ 2020년 10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가 기후환경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 과제로 

“2045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한다면 

 
1
 IPCC,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Summary for Policymakers”,  

2021.08,p.38. 
2
 IEA, “2050 넷제로, 전세계 에너지 부문 로드맵(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NZE)”, 2021/05/18. 
3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기후솔루션,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의 고용 영향 분석”,   

  2021.7. 
4
 KAIST, 기후솔루션,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분석”, 2021. 05.   

https://www.ipcc.ch/report/ar6/wg1/downloads/report/IPCC_AR6_WGI_SPM.pdf
https://www.iea.org/events/net-zero-by-2050-a-roadmap-for-the-global-energy-system
https://www.iea.org/events/net-zero-by-2050-a-roadmap-for-the-global-energy-system
https://www.iea.org/events/net-zero-by-2050-a-roadmap-for-the-global-energy-system
http://www.forourclimate.org/sub/data/view.html?idx=42&curpage=1
http://www.forourclimate.org/sub/data/view.html?idx=40&curpage=1


 4 

2040년 이전으로 퇴출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함. 5  당시 

국민정책참여단 500여명 중 71%가 2045년 이전 석탄발전 중단, 46%가 2040년 이전 

중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2030년 전후를 탈석탄 시점으로 정하고 있음 

   

⚫ 전 세계 41개 국가, 39개 지방 정부, 55개 기관이 ‘석탄발전 퇴출’을 목표로 하는 

Powering Past Coal Alliance(PPCA)에 가입. PPCA 선언문에는 “OECD 및 EU 

국가는 2030년까지, 전 세계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모두 퇴출할 것”을 명시함.6  

○ 한국의 경우 서울, 충남, 강원, 경기, 인천, 제주, 대구, 전남 등 8개 지방정부 

가입 (2021년 8월 기준)  

⚫ EU 27개국 중 19개 국가가 203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로 수립함.7 이외에도 독일, 

체코, 슬로베니아는 2040년 이전 탈석탄(독일 2038, 체코 2038, 슬로베니아 2033-

2042)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가능하면 2035년까지 상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EU 국가 중 탈석탄 목표 연도가 없는 곳은 4개국에 불과.    

⚫ 주요 OECD 국가 대부분이 203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로 하고 있음.(표1)8 

 

[표1]. 주요 OECD국가의 탈석탄 연도 

벨기에: 2017 

포르투갈: 2021 

프랑스: 2022 

영국: 2024 

이탈리아: 2025 

아일랜드: 2025 

그리스: 2028 

네덜란드: 2029 

핀란드: 2029 

캐나다: 2029 

뉴질랜드: 2030 

덴마크: 2030 

이스라엘: 2030 

슬로바키아: 2030 

헝가리: 2030 

독일: 2038 

 

 
5
 한겨레, 「이르면 2035년 내연차 퇴출·2045년 탈석탄·전기요금에 환경비용 추가된다」, 

2020/11/23.  
6
 PPCA, Declaration, 2017/11/16. 
7
 Europe Beyond Coal, Coal Exit Tracker. 
8
 CREA, 「Most countries are making progress on phasing out coal-but not fast enough to 

offset China’s expansion」, 2021/04/06.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1051.html
https://www.poweringpastcoal.org/about/declaration
https://beyond-coal.eu/coal-exit-tracker/?type=maps&layer=4
https://energyandcleanair.org/most-countries-are-making-progress-on-phasing-out-coal/
https://energyandcleanair.org/most-countries-are-making-progress-on-phasing-out-coal/
https://energyandcleanair.org/most-countries-are-making-progress-on-phasing-out-coal/
https://energyandcleanair.org/most-countries-are-making-progress-on-phasing-out-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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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이미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짓는 것이 기존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저렴해지면서,9 석탄발전소 폐쇄가 가속화되어 왔음. 석탄발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 ‘탈탄소’ 전력 공급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었음. 

○ 2005년부터 전력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던 석탄발전 비중이 2019년 23%로 

하락. 반면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비중은 두 배가량 증가함.10 2020년 

미국의 석탄 발전량은 2011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였음.(그림 1)11  

 

[그림 1]. 미국 에너지 믹스 발전량 및 비중 (2011 – 2022)  

 

○ 최근 10년간 530개 석탄발전소 중 345개 석탄발전소가 퇴출/퇴출 예정이며,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12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역사상 가장 많은 

석탄발전소(52.4GW)가 폐쇄되었음.  

○ 2035년까지 미국의 모든 전력을 ‘탈탄소화’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부문에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13 이에 따라 미국의 석탄발전소는 더욱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9
 Forbes, 「Plunging prices mean building new renewable energy is cheaper than running 

existing coal」, 2018/12/03. 
10
 World Economic Forum, 「This is how the US energy market is shifting」, 2021/01/25. 

11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 Electricity Forecasts”, 2021.08. 

12
 Sierraclub 

13
 Biden Harris Democrats,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https://www.forbes.com/sites/energyinnovation/2018/12/03/plunging-prices-mean-building-new-renewable-energy-is-cheaper-than-running-existing-coal/?sh=1afb813231f3
https://www.forbes.com/sites/energyinnovation/2018/12/03/plunging-prices-mean-building-new-renewable-energy-is-cheaper-than-running-existing-coal/?sh=1afb813231f3
https://www.forbes.com/sites/energyinnovation/2018/12/03/plunging-prices-mean-building-new-renewable-energy-is-cheaper-than-running-existing-coal/?sh=1afb813231f3
https://www.weforum.org/agenda/2021/06/energy-us-market-shift/
https://www.eia.gov/outlooks/steo/report/electricity.php
https://coal.sierraclub.org/
https://joebiden.com/clean-energy/
https://joebiden.com/clean-energy/
https://joebiden.com/clean-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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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G7정상회담(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에서 ‘석탄에 

대한 지원 중단’을 포함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 온실가스의 가장 큰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을 확대하며 2021년 말까지 석탄발전에 대한 

모든 지원 중단할 것을 선언.14  

 

나. 석탄발전의 현실  

 

❖ 석탄 발전의 감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 주요 선진국의 202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석탄 발전 

비중을 추월해가고 있음.(표2) 

[표2]. 주요 국가별 2020 발전 비중 

국가 내용 

EU 

202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38%)이 화석연료 발전 

비중(37%)을 최초로 넘었음.15 

영국 

2020년 발전 비중: 재생에너지 42%, 화석연료(석탄,가스) 41%16 

발전 비중 2012 2020 

석탄17 39% 2% 

재생에너지18 13% 42% 
 

독일 재생에너지 44.6%, 화석연료(석탄, 가스) 40.7%19 

 
14
 G7 Summit Communique, “Our shared agenda for global action to build back better”, 

2021/06/13.  
15
 S&P Global, 「For 1st time, renewables surpass fossil fuels in EU power mix」, 

2021/01/25. 
16
 Ember, 「Milestone Reached as Renewables Overtake Fossil Fuels in the UK」, 2021/01/28.  

17
 위와 같음. 

18
 Gov.UK, “Energy Trends renewables tables (ODS)”, 2021/06/29. 

19
 Clean Energy Wire, 「Germany’s energy consumption and power mix in charts」, 

2021/08/03. 

https://www.g7uk.org/wp-content/uploads/2021/06/Carbis-Bay-G7-Summit-Communique-PDF-430KB-25-pages-3.pdf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for-1st-time-renewables-surpass-fossil-fuels-in-eu-power-mix-62265529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for-1st-time-renewables-surpass-fossil-fuels-in-eu-power-mix-62265529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for-1st-time-renewables-surpass-fossil-fuels-in-eu-power-mix-62265529
https://ember-climate.org/commentary/2021/01/28/milestone-reached-as-renewables-overtake-fossil-fuels-in-the-uk/
https://ember-climate.org/commentary/2021/01/28/milestone-reached-as-renewables-overtake-fossil-fuels-in-the-uk/
https://ember-climate.org/commentary/2021/01/28/milestone-reached-as-renewables-overtake-fossil-fuels-in-the-uk/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energy-trends-section-6-renewables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germanys-energy-consumption-and-power-mix-charts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germanys-energy-consumption-and-power-mix-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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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9년 4월 사상 최초로 재생에너지 월간 전력 생산량이 석탄 전력 

생산량을 추월한 후 2020년 1월 재추월20   

 

❖ 시장에서 외면 받는 석탄 산업 

 

⚫ 2020년 한 해 동안 1,300개 기관 투자자 및 기관이 15조 달러(1경 7250조원 

상당)에 이르는 금액을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서 투자 철회.21  

○ 2021년 1월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8,100조원 규모) 

블랙록(Blackrock)이 석탄 산업에서 25% 이상 매출을 얻는 기업에 대한 

주식, 채권 처분 계획을 발표함.22 

⚫ 202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및 연료에 대한 신규 투자는 석탄·가스·원자력 

발전소를 합친 투자 금액의 두 배였으며, 전체 신규 투자의 69%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할당되었으며 31%는 석탄, 가스 및 원자력 발전소에 투자되었음.23 

⚫ 국내에서도 신규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 보험 중단을 포함하여 탈석탄 투자 선언이 

확산되고 있음.  

○ 국내 자산운용사의 약 88.6%(채권운용규모 기준)가 삼척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2021년 6월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회사채 

전량 미매각 사태 발생.24  

○ 국내 보험사 시장 점유율 기준 45%에 해당하는 보험사 6곳에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 및 운영 보험 제공 중단’ 선언25  

⚫ 해외투자자들은 잇따라 이러한 탈석탄 금융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석탄투자와 신규석탄발전 건설 등에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20
 EIA, 「U.S. electricity generation from renewables surpassed coal in April」, 

2020/01/02. 
21
 REN21, “Renewables 2021 - Global Status Report”, 2021. 

22
 The Guardian, 「BlackRock holds $85bn in coal despite pledge to sell fossil fuel 

shares」, 2021/01/13. 
23
 REN21, 위와 같음.  

24
 머니투데이,「"웃돈 얹어준대도 안산다"… 석탄발전소 회사채 '전량 미매각' 굴욕」, 

2021/01/13. 
25
 석탄을 넘어서 (Korea Beyond Coal)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42336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42336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42336
https://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9/05/GSR2021_Full_Report.pdf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1/jan/13/blackrock-holds-85bn-in-coal-despite-pledge-to-sell-fossil-fuel-shares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1/jan/13/blackrock-holds-85bn-in-coal-despite-pledge-to-sell-fossil-fuel-shares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1/jan/13/blackrock-holds-85bn-in-coal-despite-pledge-to-sell-fossil-fuel-shares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816021553529
http://beyondcoal.kr/bomb_202106.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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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은 6000만유로(약 790억원)의 한전 

지분을 매각26 

○ 2020. 8. 영국 성공회 재무위원회에서는 한전에 "해외 신규 석탄발전 

프로젝트를 지속할 경우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냄27 

○ 2021. 8.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아태지역 책임투자부 총괄이사는 

김부겸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문제와 

투자자의 우려’라는 제목의 서한을 송부하여, “신규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 

해결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2030년 이후에는 경제성이 

떨어질 것”을 경고. 28 

 

❖ 점차 낮아지고 있는 석탄발전 경제성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지속적으로 급격히 감소함.29  

○ 대규모 태양광: 85% 하락 (USD 0.381/kWh→ 0.057/kWh)  

○ 육상 풍력: 56% 하락 (USD 0.089/kWh → 0.039/kWh)  

○ 해상 풍력: 48% 하락 (USD 0.162/kWh → 0.084/kWh)  

⚫ 2020년 전 세계에 신규로 추가된 재생에너지의 62%(162 GW)는 보조금 없이도 

기존에 가장 저렴한 화석연료 발전소의 균등화발전단가(LCOE)보다 저렴했음.30 

⚫ 2021년 기준 전 세계 석탄발전소(약 810GW 규모) 운영 비용은 신규 태양광 또는 

육상풍력보다 비싸며, 이 석탄발전소들을 신규 태양광 또는 풍력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320억 달러가 절감 가능한 것으로 추산됨.(표3)31  

 

  

 
26
 이데일리,  「네덜란드 연기금 790억원어치 한전 지분 파는 까닭은」, 2020/02/24  

27
 조선비즈,  「"한전이 한국선 '탈석탄'하며, 해외 석탄발전에 참여하는 건 비양심적" 한전에 

투자한 영국 성공회의 일침」, 2020/08/08. 
28
 KBS, 「해외 연기금이 한국에 보낸 ‘경고장’…투자 리스크 ‘석탄’」, 2021/08/05. 

29
 IRENA,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20”, 2021.06, p.27 

30
 위와 같음. 

31
 위와 같음, p.1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776662567380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776662567380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776662567380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2495.htm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2495.htm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2495.html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908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908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9087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1/Jun/Renewable-Power-Costs-i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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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국가별 재생에너지 대비 석탄발전 비용 

국가 재생에너지 대비 석탄발전 비용 

 

유럽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포함할 경우 신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운영 

비용이 석탄발전소의 운영 비용보다 훨씬 저렴함.  

 

 

미국 

77-91% 가량의 기존 석탄발전소의 운영 비용이 신규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 운영 비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남.  

(경매입찰 또는 PPA 태양광 가격은 0.031/kWh, 육상 풍력은 

0.03/kWh) 

 
 

인도 

87-91%의 기존 석탄발전소 운영 비용은 신규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 

운영 비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남.  (2021년 경매입찰 또는 PPA 

태양광 가격은 USD 0.033/kWh, 육상 풍력은 0.032/kWh)  

 

❖ ‘화석연료’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 세계 일자리 재편 

 

⚫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에 이미 1,150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가장 일자리가 많은 

분야는 태양광 산업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의 1/3에 

해당하는 약 380만명을 고용.32   

○ IRENA는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50년 

4,200만개로 증가하고 반면 화석연료 산업 분야 일자리는 2,200만개에 머물 

것으로 전망.33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할 경우, 2050년 순증 일자리가 경제 

전반에서 700만개, 에너지 분야 1,300만개, 재생에너지 분야 1,600만개로 

예측됨. 반면 화석연료 산업 분야에서는  820만 일자리의 감소 예측.34  

○ IEA ‘Net Zero 2050 Report’에 따르면 넷제로 경로를 따를 시 석유, 가스 및 

석탄 연료 공급/발전 부문에서  5백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청정 

 
32
 The Guardian, 「Renewable Energy Jobs Continue Growth to 11.5 Million Worldwide」, 

2020/09/29.  
33
 IRENA,“Measuring the socio-economics of transition: Focus on jobs”, 2020.02, p.9. 

34
 위와 같음, p.15. 

https://www.irena.org/newsroom/pressreleases/2020/Sep/Renewable-Energy-Jobs-Continue-Growth-to-11-5-Million-Worldwide
https://www.irena.org/newsroom/pressreleases/2020/Sep/Renewable-Energy-Jobs-Continue-Growth-to-11-5-Million-Worldwide
https://www.irena.org/newsroom/pressreleases/2020/Sep/Renewable-Energy-Jobs-Continue-Growth-to-11-5-Million-Worldwide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0/Feb/Measuring-the-socioeconomics-of-transition-Focus-on-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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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에서의 고용이 2030년까지 약 14백만에 달해 약 9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그림2) 35
 

[그림 2]. 넷제로 경로에서의 글로벌 에너지 부문 고용, 2019-2030. 

 

○ 넷제로 경로에서 창출된 상기 14백만 여개의 신규 일자리 외에도 고효율 

기기, 전기·연료전지 차량, 에너지 효율 건축 방식 등을 통해 다른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음. 36 

⚫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수가 이미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 수를 추월함 

○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 수(117만 여명) 의 약 3배에 해당하는  330만여명이 

‘청정 에너지’ 산업에서 일하고 있음 (2018년 기준).37 38 2018년 미국 12개 

주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일자리 분야 역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39  

○ 2016년 청정에너지 생산 분야 시간당 임금이 28.41달러, 에너지 효율 분야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5.90달러로 전체 산업분야 시간당 평균 임금 

23.86달러를 상회함.40 2020년 청정 에너지 산업 종사자의 중위 소득은 국가 

평균 중위 소득보다 25% 가량 더 높으며, 대부분의 화석연료 

추출(extraction) 산업보다 임금 수준이 높음.41    

 
35
 IEA, “Net Zero by 2050 -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2021.07., pp.157-

158. 
36
 위와 같음, pp.158-159. 

37
 청정에너지 산업 :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전력망, 배터리, 전기차 산업 포함   

38
 E2, “Clean Jobs America 2019”, 2019.03 

39
 Forbes, 「Renewable Energy Job Boom Creates Economic Opportunity As Coal Industry 

Slumps」, 2019/04/22. 
40
 위와 같음. 

41
 위와 같음.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beceb956-0dcf-4d73-89fe-1310e3046d68/NetZeroby2050-ARoadmapfortheGlobalEnergySector_CORR.pdf
https://e2.org/reports/clean-jobs-america-2019/
https://www.forbes.com/sites/energyinnovation/2019/04/22/renewable-energy-job-boom-creating-economic-opportunity-as-coal-industry-slumps/?sh=2957b2f33665
https://www.forbes.com/sites/energyinnovation/2019/04/22/renewable-energy-job-boom-creating-economic-opportunity-as-coal-industry-slumps/?sh=2957b2f3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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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30 탈석탄’의 사회 경제적 기대 효과  

 

❖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 산업에 1백만 달러 투자할 경우 7.49 FTE(full time-equivalent)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는 2.65 FTE 일자리를 창출하는 화석연료 산업의 3배 수준42.  

⚫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의 사라지는 일자리 수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유연화 기술, 전력망 산업에서 창출될 전망. 

⚫ 최근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와 기후솔루션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파리협정 목표에 맞춘 

빠른 탈석탄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현 정책 

시나리오 대비 약 2.8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남.43 44  

○ 2030년 이전까지 탈석탄을 하고 이를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로 

대체할 경우, 제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것 대비 2025년까지 매년 

일자리 약 6만 2천개,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약 9만 2천개가 더 

창출됨.  

○ 국내 모든 광역지자체와 모든 일자리 유형에 걸쳐45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탈석탄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많음.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의 운영/유지보수 부문에서 창출 되는 일자리 

수만으로도 2029 년까지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사라지는 일 

자리 수를 초과함. 

  

  

 
42
 IRENA, “Renewable Energy and Jobs - Annual Review”, 2020.09, p.32 

43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기후솔루션 (2021). 

44
 직접고용만 포함. 

45
 건설/설치, 운영/유지보수, 장비 제조 포함.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0/Sep/Renewable-Energy-and-Jobs-Annual-Review-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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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탈석탄, 가장 ‘경제적인’ 탄소중립 방안  

 

⚫  2020년 석탄발전소 평균 이용률은 60.8%로 하락.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력시장 체계를 유지 하더라도, 2030년이면 국내 석탄발전소들은 

이용률 하락으로 인해 경제성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됨. 

○ 카본트래커, 충남대, 기후솔루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중 기존 운영중인 발전소 56기는 2030년, 올해 가동을 

시작한 신서천 화력 발전소를 포함한 신규 발전소 7기는 2035년-2040년 경 

좌초될 것으로 전망.46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는 데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안은 한국이 

2028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54GW(태양광 40GW, 

풍력 14GW) 수준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이며, 이 경우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와 대비했을 때 약 55억 달러 절감 가능47. 

⚫ 2030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모든 국가에서 보조금 없이도 평균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훨씬 저렴해질 것으로 추정됨. 

○ 우드 매킨지는 2021년부터 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은 

석탄화력발전보다 저렴해지며,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화석연료 

발전 비용보다 3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48.  

 

❖ 에너지 수입 비용의 절감  

 

⚫ 국내 석탄 수입액(2018)은 18조 3천억 여 원(유연탄 16조 8천억원,49 무연탄 1조 

3천8백억원50) 에 달하며, 국내 석탄 수입의 61.3%는 발전용 연료로 사용됨.51  

 
46
 카본트래커, 충남대학교, 기후솔루션, “탈석탄, 이제는 결정의 시간”, 2021.04. 

47
 위와 같음. 

48
 한겨레,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내년부터 석탄보다 싸진다」, 2020/11/29.  

49
 16,871,353,620,000원 

50
 1,379,491,465,000원 

51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에너지통계연보”, 2019.12. 

http://www.forourclimate.org/sub/data/view.html?idx=36&curpage=1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71987.html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71987.html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71987.html
http://www.keei.re.kr/keei/download/YES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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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석탄 수입액은 국내 한해 예산(2021년 기준 558조)의 약 3.4%에 해당하는 

액수며, 전국민 25만원 기본 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인 20조원과 맞먹는 액수.52  

⚫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20.7) 예산 중 에너지 전환 관련 국비 투자가 2025년까지 

약 4년간 25.3조 규모라는 점에서, 석탄 수입액은 매우 높은 금액임을 알 수 있음. 

 

❖ 건강 영향 및 조기사망자 감소 

 

⚫ 2030 탈석탄한다면 총 18,000명 이상(국내 12,000명 이상)의 조기사망 예방 

가능하며, 2054년 석탄발전을 완전히 퇴출하는 현행 계획 대비 향후 5년 내 조기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음. (그림3)53 

 

[그림3]. 온실가스 배출강도에 따라 석탄발전소를 순차적으로 2029년까지  

폐지할 경우의 건강편익 (총합, 국내, 국외) 

 

  

 
52
 한겨레,「이재명 “기본소득 100만원 목표…토지세·탄소세로 재원 마련”」, 2021/07/22  

53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기후솔루션 외.,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탈석탄 정책의 건강 

편익 평가”, 2021.0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4595.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4595.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4595.html
http://www.forourclimate.org/sub/news/view.html?idx=59&curpage=1
http://www.forourclimate.org/sub/news/view.html?idx=59&cur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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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국내 무역 산업 영향에 대한 선제적 보호  

 

⚫ EU 등은 2023년경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으며54 만일 EU 

탄소국경세 도입 후 국내 산업이 탄소배출을 과감히 감축하지 않을 경우 2023년 

한국의 주요 수출 업종에서 EU, 미국, 중국 등과의 교역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 

금액이 6,100억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1조 8,700억원으로 예상됨.55  

⚫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의 탄소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일 경우, 해외 국가와의 교역 시 

지불해야 하는 탄소세 규모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 가능. 

[끝] 

 

 

 

 

 
54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EU의 기후목표 패키지 ‘Fit for 55’의 일환으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대한 인증서를 구매,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과도기인 2023-

2025년까지는 수입품의 탄소 정보를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 EU 배출권거래제 

(ETS)에서 결정된 탄소가격에 따라 인증서 구매. 생산국에서 기업이 실제 지불한 탄소 

가격만큼 감면 가능. 
55
 EY한영 회계법인, 그린피스,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주요 3개국 

(미국·중국·EU)을 중심으로”, 2021.0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9947,%20https://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m=9&ord=0&pageNo=1&state=view&idx=58168,%20https://nextgroup.or.kr/ko/final-eu-cbam-at-a-glance_kr/
https://www.greenpeace.org/korea/report/16346/report-climate-change-regulation-and-its-impact-on-south-korea-export/
https://www.greenpeace.org/korea/report/16346/report-climate-change-regulation-and-its-impact-on-south-korea-export/
https://www.greenpeace.org/korea/report/16346/report-climate-change-regulation-and-its-impact-on-south-korea-export/
https://www.greenpeace.org/korea/report/16346/report-climate-change-regulation-and-its-impact-on-south-korea-ex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