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 11. 15. 

임 송 택



2

1. 페이크뉴스란?

2. 태양광패널 가짜뉴스 사례

3. 태양광패널 환경성 팩트체크

4. 개선 방안



3

1. 페이크뉴스란?

■ 페이크뉴스(Fake News)

- 광의 : 허위정보와 오보, 거짓정보 등 다양한 의미들이 병존

- 협의 : 대상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짓 정보 또는 오해를 부르는 정보

자료 : 황용석, [페이크뉴스, 풍자인가 기만인가?], 2017



4

“가짜 뉴스의 확산력을 보여주기 위해

스웨덴 메트로(Metro) 신문사의 팩트 체킹 담당부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반대로 크리스마스 전구 장식이 사라진 마을’에 대한 가짜 동영상을 만들었다.

이 동영상은 페이스북에서 2,600만 번 이상 열람되었고 14만 번 이상 공유되었다.

이 사례는 뉴스가 발행되기 전 누구도 ‘팩트 체킹(fact checking)’을 하지 않을 경우

허위정보가 전 세계에 무제한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아란,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대책], 2017)

■ 인터넷 시대에 가짜뉴스는 매우 빠른속도로 전파되고 소비된다.

A lie can travel halfway around the world while the truth is putting on its shoes. 

진실이 신발을 신고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  - 마크 트웨인

1. 페이크뉴스란?



5자료 : http://environmentalprogress.org(2017.06.21)

2. 태양광패널 가짜뉴스 사례
■ Environmental Progress라는 찬핵단체 누리집에 태양광패널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는 짧은 글 실림(2017.06.21)

-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아니며, 주저자는 대학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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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패널은 동일 에너지 당 핵발전소보다 300배 이상 독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

Solar panels create 300 times more toxic waste per unit of energy than do nuclear power plants.

○ 이 연구에서는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와

(컴퓨터와 스마트폰처럼 중금속과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태양광패널을

독성폐기물로 정의한다. 

The study defines as toxic waste the spent fuel assemblies from nuclear plants

and the solar panels themselves, which contain similar heavy metals and toxins 

as other electronics, such as computers and smartphones.

○ 1GW 핵발전소는 연간 27톤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한다.

EP estimated that a typical 1 GW nuclear reactor produces 27tonnes of waste annually.

○ 태양광패널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크롬, 카드뮴 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손상시킬수 있는 납과 같은 유독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Solar panels contain toxic metals like lead, which can damage the nervous system, 
as well as chromium and cadmium, known carcinogens. 

○ 세 성분 모두 식수공급원에 버려진 전자폐기물로부터 침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l three are known to leach out of existing e-waste dumps into drinking water supplies

2. 태양광패널 가짜뉴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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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중금속과 발
암물질이 함유된 태양광 폐패널 처리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
타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태양광이 친환경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폐
패널에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 카드뮴 텔룰라이드, 크롬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최 의원실은 주장
했다. 카드뮴 텔룰라이드는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이다.

미국 타임지가 2008년 ‘환경영웅’으로 선정한 대표적 환경운
동가 마이클 셸런버거가 이끄는 환경단체 EP(환경진보)는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
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며 “태양광 쓰레기에는 발암물
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돼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울신문 2017.10.12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 2017년 10월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최연혜의원이 태양광 폐패널에 중금속과 발암물질 함유 주장

- 서울신문에서 Environmental Progress의 태양광 패널 중금속 함유 주장을 인용한 기사 게재

2. 태양광패널 가짜뉴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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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
운데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과 발암 물질 성
분이 함유된 폐패널이 현행 재활용 제도의
미비로 인해 2023년까지 무방비로 매립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타임스지가 2008년 ‘환경 영웅’으로
선정한 대표적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
거가 이끄는 환경단체 환경진보(EP)는 “태
양광 패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독성 폐기
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
다”며 “태양광 쓰레기에 포함된 발암 물질
이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문화일보 2018.07.10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2. 태양광패널 가짜뉴스 사례

■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 문화일보에서 약 9개월전 실린 서울신문 기사를 그대로 복제한 태양광 패널 중금속 함유 주장 기사 게재



9자료 : 유투브, 뉴스데일리베스트 2018.07.11 

2. 태양광패널 가짜뉴스 사례

■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태양광 패널 중금속 함유 기사 확산

- 전달경로가 복잡해지면서 정보의 왜곡 및 조작 가능성 높아짐

* 민간단체인 Environmental Progress를
미국에너지연구원(EIA)으로 오기(吳起)

* 미국에너지연구원은 미국에너지정보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오기(吳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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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광패널 환경성 팩트체크

■ 1GW 핵발전소는 연간 27톤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한다.(Environmental progress, 2017)

EP estimated that a typical 1 GW nuclear reactor produces 27tonnes of waste annually.

자료 : William E Lee, Michael I Ojovan, Carol M Jantzen ,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Contaminated Site Clean-Up, 
WOODHEAD PUBLISHING, 2013

○ 핵발전소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 

- 일반적인 1,000MWe 경수로는 연간 200-350㎥의 중저준위폐기물과 약 20㎥(27톤) 가량의 사용후 핵연료 발생

(세계원자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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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 중준위방사성폐기물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

■ Environmental Progress의 기사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각종 방사성폐기물 중

고준위폐기물(사용후 핵연료)만 고려함

- 중저준위폐기물(고준위폐기물량의 약 10배) 고려 안함

- 극저준위폐기물 고려 안함

- 해체단계 폐기물 고려 안함

- 핵발전소 운전과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온배수 고려 안함

월성원자력 본부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경주포커스, 2016.10.18)

3. 태양광패널 환경성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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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패널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크롬, 카드뮴 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손상시킬수 있는 납과 같은 유독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Solar panels contain toxic metals like lead, which can damage the nervous system, 
as well as chromium and cadmium, known carcinogens. 

3. 태양광패널 환경성 팩트체크

×
○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은 대부분 결정질 실리콘계(C-SI) 전지를 사용하고 있음

- 크롬, 카드뮴이 포함되지 않으며, 전선연결을 위한 극소량의 납 사용(폐기 시 분리 처리 용이)

- 태양광재활용센터 건립하여 유리, 은 등 회수 재활용 예정

자료 : IRENA, 2016(태양광패널 종류별 성분)

76% 유리
(전지 표면) 8% 알루미늄

(프레임)

1% 구리
(인터커넥터)

5% 실리콘
(태양 전지)

10% 폴리머
(태양광모듈 필름)



13

3. 태양광패널 환경성 팩트체크

×■ 이 연구는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와

(컴퓨터와 스마트폰처럼 중금속과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태양광패널을

독성폐기물로 정의한다. 

The study defines as toxic waste the spent fuel assemblies from nuclear plants

and the solar panels themselves, which contain similar heavy metals and toxins 

as other electronics, such as computers and smartphones.

= Toxic Waste ? = 

○ 10만년 이상 방사선 방출하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전선연결에 사용된 극소량의 납을 제거하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거의 전무한 태양광 폐패널을

동일한 독성폐기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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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광패널 환경성 팩트체크

■국가별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규제 현황

자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정 EU유해물질제한지침(RoHS II) 해설서], 2011

-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에서 사용하는 중금속류들은 유럽(EU)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우리나라의 자원순환법, 중국 전자정보상품오염억제관리법(China RoHS) 등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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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광패널 환경성 팩트체크

■ EU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1 기준

■ EU RoHS 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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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광패널 환경성 팩트체크

■ 가장 까다로운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에서도

태양광패널은 RoHS 적용제외 제품군에 포함(Directive 2011/65/ EU 제2조 4항)

- “공공, 상업적, 산업용 그리고 주거용으로 태양광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정해진 위치에서 영구적인 사용을 위해 설계, 조립되고 전문가에 의해 설치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태양광 패널”

■ 한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의무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태양광 폐패널 포함

-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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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 Progress : 핵발전 진흥 단체

3. 태양광패널 환경성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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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 Progress의 공동 창립자 가운데 한명인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는
친원전 환경그룹의 주요 멤버로서 원전 폐지 반대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

3. 태양광패널 환경성 팩트체크



19

■ Environmental Progress와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의 원전폐지 반대 활동 및 대상 원전

3. 태양광패널 환경성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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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지막 원전 2025년 폐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마지막으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2025년
폐쇄된다고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디아블로 캐니언 발전소에서 원전 2기를 가동하는 퍼시픽 가스 앤드 전기회사
는 환경 단체, 노동 단체와 원전 폐쇄 시점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이날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주(州)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원전 가동 허가가 만료되는 2024년 11월, 2025년 8월 디아블로 캐니언의 원전 2
기는 차례로 문을 닫는다.

이후엔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폐쇄된 원전을 대체한다. (하략)

자료 : 연합뉴스(2016.06.22)

Diablo Canyon Nuclear power plant

3. 태양광패널 환경성 팩트체크

■ Environmental Progress와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의 원전폐지 반대 활동 및 대상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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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호, 2017

Indian Point Nuclear Generating Station

3. 태양광패널 환경성 팩트체크

■ Environmental Progress와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의 원전폐지 반대 활동 및 대상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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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dwood Nuclear Generating Station Byron Nuclear Generating Station Clinton Nuclear Power Station

Dresden Nuclear Generating Station
LaSalle County Nuclear Generating Station Quad Cities Nuclear Generating Station

3. 태양광패널 환경성 팩트체크

■ Environmental Progress와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의 원전폐지 반대 활동 및 대상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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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성과 증거기반적 판단에 기초한 가치 배제 원칙 수립 필요

■ 기사에 자료 출처(관련 링크 포함)를 명기하는 방법

■ 팩트체킹 시스템 강화 필요

- 팩트체킹은 사실과 관련한 정보에 한정해서, 사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

- 분리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최대한 다수 매체 및 개인이 참여하는 팩트 체킹 시스템 필요

○ 해외에서 다수 기관 및 조직이 팩트체킹에 참여 중

- 미국 : FactCheck.org and FactCheckEd.org, Fact Checker (The Washington Post),

PolitiFact.com, Snopes.com in American popular culture, TruthOrFiction.com

- 유럽 : Demagog( joint project in the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and Slovakia ),    

FactCheckEU.org, Full Fact, The FactCheck blog….

4. 개선 방안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dmzworld@eco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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