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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과 조선일보

가스발전 증가로 전체 미세먼지 늘어난다는 가짜 뉴스 생산 유포 , 

가짜뉴스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토론에 해악

가스발전의 석탄발전 대체 효과로 총 미세먼지 배출량 줄어들어

석탄발전소 증가시켜 온 자유한국당의 자기반성 필요

에너지전환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 

에너지전환포럼은 탈원전으로 발전 배 늘리면 년 초미세먼지 배 짙어진다‘ LNG 2 2029 2 ’
라는 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우려를 표합니다 조선일보에 입법조사처 회답자료를 제25 . 

공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도 정부는 가 친환경 이라 선전하며 원전 대신 “ LNG ‘ ’ LNG 

발전을 급격히 늘리고 있지만 화석연료인 역시 석탄보다는 적다 해도 다량의 초미LNG 

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고 하며 마치 탈원전 정책으로 가스발전이 늘어나서 전”

체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가스발전의 석탄발전 대체 효과로 총 미세먼지 배출량 줄어들어
최연혜 의원이 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으로 변경되면서 ‘12 13

발전부문 천연가스 수요 확대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추정치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 

것에 대한 회답으로 입법조사처에서 정리해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3020 

탄발전 대신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LNG( ) ,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더구나 입법조사처는 이번 조사의 한계로 배출계수 및 전환계수를 사용하여 도출된 , “

이론상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제 대기 배출량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라고 하면”
서 “저 질소화합물 연소기 및 배연탈초 장치 등 집진시설 운용시 ( ) (NOx) ( ) 低 排煙脫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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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저감되며 기술발전에 따라 저감율은 계속하여 개선되고 있음, 이라고 밝히”
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본문에는 이 내용을 일부 소개했지만 마치 가스발전 증가로 년 전체 미2029

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기사 제목을 작성해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석탄발전은 가스발전보다 동일전력 생산 시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배가량 더 많습) 10
니다 년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총 배출량은 톤으로 가스발전 보다 배 더 . 2017 26,952 29

많이 배출했습니다.

구분 발전량
(GWh)

PM2.5 배출량 (‘17)
총 배출량 톤( ) 단위 배출량(g/MWh)

발전 계 기LNG (170 ) 78,568 933 12
석탄화력 발전 계 기(64 ) 232,363 26,952 116

가스발전과 석탄발전 년 발전량과 미세먼지 배출량  출처 환경부2017 * : 

항목 크롬 수은 니켈 벤젠
석탄발전 0.0270 0.0086 0.0290 0.1348

발전LNG 0.0019 0.0004 0.0028 0.0028

연간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량 출처 환경부(g/1.5MWh)  * : 

크롬 수은 니켈 벤젠 등 중금속 등 특히 건강에 해로운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가스발전, , , 

보다 석탄발전이 수십배 더 많이 나옵니다. 

석탄발전량을 줄이고 가스발전량을 늘리면 미세먼지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감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추가 환경설비로 미세먼지를 더 줄일 수 있. 
습니다. 

재생에너지 로 향해가는 세계 늦었지만 빠른 에너지전환이 미세먼지 해결책100%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핵폐기물과 원전사. 

고 위험이 있는 원전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지. , 
열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수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된 재생에너지 전기 , , , 

사회와 내연기관차 폐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에100% . 

너지전환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미세먼지 문제는 지난 정부가 . 



- 3 -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최연혜 의원은 본인이 속한 자유한국당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대규모로 신설하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의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증가한 것은 숨기고 있습니다 차 전력수급기본계. 6

획 에서 기 석탄발전소를 신규확정했습니다 년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2013.2) 15 . 2015 7

는 기 신규석탄발전소를 추가로 확정했습니다7 .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이 한참 뒤쳐져 있어서 가스발전이 역할을 하게 되지만 빠른 재

생에너지 확대는 궁극적으로 가스발전도 줄여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게 됩100% 

니다.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주창했지만 원전과 석탄발전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 결정된 신규원전과 석탄발전을 두고 에너지전환을 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에너지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주어진 과제지만 그 속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속도에 대해 다른 의견과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 생산

과 유포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기반부터 무너뜨리는 한국사회에 해악입니다 최. 

연혜 의원과 조선일보는 한국사회 책임있는 정치인과 언론사로서 역할을 다 할 때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한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번과 같은 가짜뉴스의 해악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

리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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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소개< >

에너지전환포럼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전환함을 목적, 
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 에너지전환의 다양한 주체가 모여 정보를 나누고 토, , , 
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사단법인입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생명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일상적으로 바다와 대기 중에 방출되고 
전기를 생산한 결과로 핵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원자력발전소와 미세먼지는 물론 크롬 수, 
은 니켈 벤젠과 같은 유해화학물질과 온실가스가 석탄연료를 태울 때 뿐만 아니라 운송하, , 
는 과정에서도 다량 방출하는 석탄발전소는 하루빨리 줄여 미래세대에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현 세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나아가 건물단열개선과 같은 건설산업 재생에너지산업 효율산업 등 새로운 , ,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고 있어 그린 뉴딜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수출경‘ ’ . 
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 
에너지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해결책이자 기울어가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년 한 해 재생에너지 산업만 조원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시장에서 한국 산업2017 , 298
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하루빨리 내수를 키우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에너지전환. 
시장에 나아갈 채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