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전환포럼 출범1주년 기념식 인사말씀

2019.04.05.(수) 09:30 / 서울시청 본관3층 대회의실

반갑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고문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모여 활동한지 어느덧 일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에너지전환이 우리사회의 주류 담론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주신 

홍종호 상임공동대표님과 포럼 회원 모든 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OECD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에 달하고, 신규 발전설비의 73%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정도로 재생에너지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RE100에 동참하고 있는 164개의 세계적 기업들은 협력업체 까지 재생에너지사

용을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는 의무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발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7.6%에 불과해 OECD국가 가운데 뒤에

서 두 번째에 머물러 있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

다.

봄 가을 반복되는 최악의 미세먼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민 10 중 8명은 

미세먼지를 ‘불안한 환경문제 ’중 압도적 1위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합의는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동안 정치권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소모적 논쟁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우리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까지 듭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더 이상 에너지 전환의 타당성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더 과감하게 에너지전환을 추진해

야합니다. 에너지전환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산업부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보급을 

넘어 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한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범부처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덴마크의 ‘원스톱숍’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의 인허가를 받아 첫 삽을 뜰 때까지 6년이 걸린데 비해, 덴마크는 평균 34개월이면 가능합니

다. 사업자의 개발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참여와 추진력 함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전환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덕군, 봉화군, 영광군, 당진시와 같이 에너지분

권과 에너지전환에 힘쓰는 지자체가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와 정책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의 답은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각 부처에 전달해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에너지전환포럼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우리당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위’도 한 발 앞장서서 정부 

정책의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멈춰있는 국회 논의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포럼이 에너지전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