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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석탄발전은 경제성장과 산업화 중심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저부하로 발전소 증설이 당연시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탈석탄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

나 석탄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공론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이 변

화하기 시작하였다. 석탄발전에 관한 에너지 정책과 여론이 급변

하는 상황에서 삼척화력 1·2호기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석탄발전을 비롯한 에너지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보상금,

환경·보건 또는 생계 활동 피해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안이 주

된 쟁점이었다. 이와 달리 삼척화력 1·2호기 사례는 지역 현안을

넘어 탈석탄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2050년 또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탈석탄을 이룩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의 요구 속에서 정부는 2050년 탈석탄 목표를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탈석탄이 선택이 아닌 필

수가 된 시대적 상황에서 탈석탄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으로 불거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갈등은 석탄발전

에너지 정책과 지역적 특징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석탄발전과 삼척화력 1·2호기에 관한 정

책환경을 분석하고, 석탄발전 관련 에너지 정책에 따라 정책하위

체제(policy subsystem)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 옹호연합모형

을 통하여 인과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하위체제의 경우 시간을

‘친석탄 에너지 정책’, ‘탈석탄 에너지 정책 출현’, ‘탄소중립과 탈석

탄 에너지 정책’ 세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마다 나타난 옹호연합

(advocacy coalition)의 행위자, 신념체계, 이해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정책적 가치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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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사용하였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였다.

연구 결과,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석탄발전은 경제급전 방식인

변동비 반영시장(Cost-Based Pool, CBP)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저발전원으로서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

었다. 또한 2011년 9·15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석탄화력의 설비예

비율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수익성을 기대한 민간발전사의 석탄발

전사업 진출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 김

대수 전 삼척시장과 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이

라는 명목에 따라 적극적으로 삼척화력 1·2호기 사업을 추진하였

다. 이와 같은 친석탄 에너지 정책환경 속에서 삼척화력 1·2호기를

둘러싼 갈등은 발전소 건설을 지지하는 건설 옹호연합과 발전소

반대를 넘어 탈석탄을 촉구하는 탈석탄 옹호연합 간 대립 구도로

지속되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정책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를 정책

에 반영하고자 프레이밍, 상경집회, 소송, 지역 밖 연대 네트워크

형성처럼 여러 전략을 사용하였다. 건설 옹호연합의 주된 정책적

가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삼척화력 1·2호기를

지역 경제를 견인할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탈석탄 옹호연

합은 ‘환경 및 주민·미래세대 생활권 보호’라는 정책적 가치를 추

구하며 건설 반대를 넘어 탈석탄으로 의제를 확장하였다.

이후 탈석탄 에너지 정책이 출현한 2017년부터 발전소 부지 이

전, 피해대책과 같은 소극적 대응책을 요구하였던 발전소 반대 건

설 운동은 탈석탄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로써 조직적으로 탈석

탄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전국 수준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탈석탄

옹호연합이 형성되었다. 한편 발전소 건설을 옹호하는 지역 건설·

레미콘 기업과 사회경제단체는 건설 옹호연합을 구성하여 수십 차

례 상경집회를 진행함으로써 발전소 건설을 촉구하였다. 정부에서

삼척화력 1·2호기에 대한 LNG 전환 검토를 진행한 끝에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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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두 옹호연합의 표면적 갈등은 소강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탈석탄 옹호연합은 탈석탄뿐만 아니라 환경

및 주민 생존권 보호라는 정책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내외 연대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였다. 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

업 인허가 취소 소송 제기, 발전소 부지 안에서 발견된 안정산동

굴2 보존가치 및 발전소 관련 현안 공론화, 전국 탈석탄 도보순례

전개 등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신념체계(belief systems)와 이해관

계 중 옹호연합에 따라 활동의 추동 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다. 건

설 옹호연합은 실질적으로 신념체계보다 삼척화력 1·2호기 사업과

관련된 경제·정치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하였음이 드러났다. 반

면에 탈석탄 옹호연합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이는 행위자가 일부

존재하였으나,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신념만을 따라 활동하는 지

역 행위자들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정책과 정책하위체제 측면

에서 총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CBP 제도에 기반한

경제급전 방식과 총괄원가보상 제도가 민간발전사업자가 석탄발전

사업을 유지하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와 협의를 이끄는 정책중개자의 부재로 인하여 두 옹호연합의

관계가 상호 적대화(devil shift) 경향을 보였다. 셋째, 지역 리더십

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지역 내 여론이 상황에 따라 발전소

건설 또는 탈석탄을 옹호하는 변동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해관계와 상관없이 신념체계만을 따라 활동하는 지역 행위자가 등

장하였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과제가 필요하

다. 첫째, 경제 급전이 아닌 환경 급전을 도입하고 발전단가 정산

제도 개정하거나 에너지전환지원법 등의 법적 기초와 사회적 대화

를 통해 건설 중단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민간발전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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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진하여 석탄발전을 포기하는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

째, 지역 전체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타운홀미팅, 간담회 등 지

역 행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

째, 지역 내 의제와 쟁점들을 공론화할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

다. 넷째, 지역에서는 탈석탄을 전제로 중장기적 발전 계획과 사업

을 논의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다. 탈석탄 시점이 2050년으로 정해

짐으로써 삼척시는 삼척화력 1·2호기에 기반한 경제효과를 기대하

기보다 이후의 탈석탄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책, 시장, 금

융, 산업 등 여러 사회적 요소가 석탄발전 에너지기술체계에 균열

을 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석탄발전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과제를

이해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풀어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주요어 : 삼척화력 1·2호기, 옹호연합모형, 에너지 전환, 탈석탄, 석탄

발전, 탄소중립

학 번 : 2020-2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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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

다. 에너지 전환은 탈탄소 사회를 이룩하는 방안으로서 재생에너지 보급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소비체계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이에 따라 독일, 영국을 비롯한 주요 유럽국가를 시작으로 탈

석탄 흐름이 형성되었다(한희진, 2020). 우리나라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의 미세먼지와 온실기체 배출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탈석탄 정책의 시급

성과 필요성이 커졌다.

사실상 석탄발전은 경제성장과 산업화 중심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

는 기저부하로 발전소 증설이 당연시되었다. 이처럼 고착된 시각으로 인

해 탈석탄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석탄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공론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기 시

작하였다. 특히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하 ‘제8차 전기본’)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 당진에코파워

화력발전소 LNG 발전 전환’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탈석탄 에너지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탈석탄 시대가 도래하면서 탈석탄은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산

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8차 전기본

의 내용과 아울러 2034년까지 총 20기의 발전소를 추가 폐쇄한다는 계획

을 반영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20). 나아가 2021년 정부는 2050년을

우리나라 탈석탄 시점으로 공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천, 고성, 강릉, 삼척에서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7기가 건설되고 있다.1) 석탄화력발전소의 평균 수명은 30년이기

1) 2021년 기준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는 신서천(총 1,000MW), 고성하이 1·2호기

(총 2,080MW), 강릉안인 1·2호기(총 2,080MW), 삼척화력 1·2호기(총 2,100MW)이다(산업통

상자원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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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2024년 준공 예정인 삼척화력 1·2호기는 2054년이 수명 종료 예

정시점으로 2050년 탈석탄정책이 시행된다면 4년 치의 매몰비용이 발생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척화력 1·2호기 사업의 탈석탄 정책 이행방안에

관한 논의가 시급해졌다.

사실상 삼척화력 1·2호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

라 재검토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주민 요구와 매몰비용 등의 이

유로 사업 원안이 유지되고 인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에 맞서

반대 시민들과 사회·환경단체들은 지속해서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탈석

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일부 지역 경제단체와 건설업

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근거로 사업을 옹호하고 있다. 행위자들 간

갈등이 온존하는 가운데, 2020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삼척화력

1·2호기 사업의 환경영향과 경제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후 산업부의

명령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면서 갈등은 ‘공사 재개 대 사업 폐지와 탈석

탄’ 구도로 첨예해졌다.

기존 석탄발전 갈등에서는 보상금, 환경·보건 또는 생계활동 피해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안이 쟁점화되었다. 반면에 삼척화력 1·2호기 사

례는 이례적으로 지역 현안을 넘어 탈석탄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

다. 이처럼 삼척화력 1·2호기는 우리나라 탈석탄 시점을 좌우하는 사업

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2020년 10월 발의

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에너지전환 지원법’)’에 지정철

회 조항이 포함되면서 해당 법률이 제정된다면 탈석탄 에너지 정책에 따

라 신규 화력발전소가 취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더하여 2020년 12

월, 18개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는 기후위기와 재무적 위험을 이유로 삼

척화력 1·2호기 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 건설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

고 있기에 그 이유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탈석탄이 시대적

과제로 급부상한 시점에서 삼척화력 1·2호기 사례를 중심으로 발생한 탈

석탄 갈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석탄발전 에너지 정책이 변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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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나타난 탈석탄 갈등을 삼척화력 1·2호기를 구체적인 사례로 하

여 인과적 설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제 2 절 연구 질문과 목적

이 연구는 중심질문인 ‘석탄발전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삼척

화력 1·2호기 갈등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전개되었고, 화력발전소 건설

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따라 아래의 하위질문을 제기한다.

� 석탄발전에 관한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고 정책하위체제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행위자들은 어떤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연대 또는 갈등하였는

가?

� 각 옹호연합은 어떤 전략과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정치적 행위를

지속하였는가?

� 옹호연합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시도되었고 결

과는 어떠하였는가?

이 연구에서는 삼척화력 1·2호기 갈등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어떠한 정책환경에서 삼척화력 1·2호기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는지 에너지 정책과 지역적 맥락을 통하여 살펴본다. 둘

째, 지역 안팎으로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이 어떤 신념과 이해관계를

갖고 상호작용하였는지 정책하위체제를 분석한다. 셋째,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탈석탄 시대로의 전환이 선언된 상황에서 석탄발전이 지속되는

원인과 갈등의 시사점을 정책과 정책하위체제 측면에서 논의한다.

연구 진행을 위한 분석틀로는 갈등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배경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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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연구 질문과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다. 옹호

연합모형은 정책환경이라는 거시적 측면과 행위자라는 미시적 측면을 모

두 포함하기 때문에 정책과정에 나타난 갈등을 실증하는 데 적합하기 때

문이다(이승모, 2014).

제 3 절 연구 배경지와 시간적 범위

이 연구는 삼척화력 1·2호기 갈등에 어떠한 정책환경이 영향을 주었

는지, 갈등 전개 과정에서 정책하위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러한

갈등 사례가 어떠한 시사점을 남기는지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에서 건설 중인 삼척화력 1·2호기에 대

한 갈등 사례를 분석한다. 연구의 주요 배경지는 삼척화력 1·2호기의 영

향권에 있는 삼척시이다. [그림 1]과 같이 삼척화력 1·2호기의 반경 5km

이내에는 삼척시청을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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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포스파워(2017)의 자료를 일부 수정함

[그림 1] 삼척화력 1·2호기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

사업 부지는 과거 동양시멘트에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하던

폐광구로 해발 약 200m에 있다. 바다에서 직경 1.9-2.5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배수와 냉각수는 터널 및 침매 방식으로 건설되며, 석탄

은 별도 이송 터널이 계획되어 있다(포스파워, 2017). 석탄하역부두 시설

은 상맹방1리 쪽 맹방해변에 건설되고 있다. 석탄하역부두 공사는 2020

년 10월부터 약 8개월간 중단되었으나, 2021년 6월 25일 산업부의 공사

재개 허가에 따라 재개되었다.

삼척화력 1·2호기 갈등은 진행 중인 사례이기 때문에 수집한 자료와

분석내용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시간적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처음 사업이 논의된 2012년부터 산업부에서 공

사 재개 허가를 내린 2021년 6월 25일까지를 범위로 정하여 자료를 수집

한다. 삼척화력 1·2호기의 사업추진 과정은 [부록 1]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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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흐름

제 1 장 서론은 연구 개요로서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토대로 연구

목적과 질문을 구성하고 연구 배경지와 시간적 범위에 대하여 간략히 소

개한다.

제 2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옹호연합모

형의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이 연구

에서 다룰 논의 주제와 방향을 제시한다.

제 3 장에서는 삼척화력 1·2호기 사례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

고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 4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환경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삼척시의 지역적 특징을 상세히 정리한다.

제 5 장에서는 삼척화력 1·2호기를 중심으로 나타난 정책하위체제와

갈등·연대 양상을 분석한 뒤 시기별로 석탄발전에 관한 정치·사회적 환

경, 정책하위체제를 정리한다.

제 6 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화력발전소 건설이 지속되는 이유에

관한 시사점과 해결과제, 연구한계와 향후과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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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연구 목적과 질문

◦ 연구 배경지와 시간적 범위

◦ 연구 흐름

↓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이론적 배경

◦ 선행연구 검토

↓

연구설계
◦ 연구 분석틀

◦ 연구 방법

↓

에너지 정책과 지역적 특징
◦ 민간발전사업자의 석탄발전사업 진출

◦ 삼척의 발전소 현황

◦ 원전 및 방폐장 유치계획과 백지화 운동

↓

삼척화력 1·2호기를 둘러싼 갈등
◦ 친석탄 에너지 정책(2012-2016)

◦ 탈석탄 에너지 정책의 출현(2017)

◦ 탄소중립과 탈석탄 에너지 정책(2018년 이후)

↓

결론
◦ 연구결과 요약과 시사점

◦ 연구 한계와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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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탈석탄 에너지 전환

1) 에너지 전환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대규모 중앙집중적 에

너지체계를 구축하고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왔

다(윤순진, 2002). 전력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발전소를 증설하고, 낮은 에

너지 가격을 유지하는 등 공급중심 에너지 정책이 지속되었다. 특히 발

전소, 송전탑과 같은 에너지 설비 확충 계획은 하향식 중앙집권적 의사

결정 방식에 따라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지역주민 또는 발전사업자

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에너지 생산과 소비지

의 이원화로 인해 사회구성원마다 사회·환경적 편익과 비용이 다른 형평

성 문제도 제기되었다(윤순진, 2003, 2004; 이화연·윤순진, 2013). 나아가

미세먼지, 탄소배출, 핵폐기물 처리, 원전사고 등 화석연료와 원자력 기

반 에너지 기술의 위험성이 두드러지면서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물리학자 Lovins(1976)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재생에너지가 에

너지 안보를 위한 대체재로 주목받던 시기에 에너지체계의 전환을 처음

제기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성에너지 경로(hard energy path)는

거대자본과 기술로 구성되는 공급 위주의 대규모 중앙집중적 에너지 이

용방식으로 화석연료와 원자력에너지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에 연성에너

지 경로(soft energy path)는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 이

용방식이다(Lovins, 1976; 윤순진, 2002). Hughes(1994)의 사회기술체계

개념을 빌려보자면, 에너지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정책, 제도,

산업, 사회문화 등 사회적 요소를 아우르는 하나의 사회기술체계이다. 따

라서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만이 아닌 기술과 사회적 요소를 포괄한 에

너지기술체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윤순진, 2002; 이정필·한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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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윤순진·박종문, 2017).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2000년대 초부터 네덜란드 학자들은 여러 실

증연구를 통하여 전환이론을 발전시켜왔다. 그 중 Geels(2011, 2019)의

다층적 관점(Multi-Level Perspective, MLP)에 따르면 전환은 [그림 2]

와 같이 ‘거시적 수준의 경관(socio-technical landscape), 중범위 수준의

사회기술체계(socio-technical system), 미시적 수준의 틈새(niche)’에서의

변화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출처: Geels(2019)를 참조하여 재작성

[그림 2] 다층적 관점(MLP)으로 본 사회기술체계 전환 모형

첫 번째 수준인 경관은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구조 또

는 맥락으로 기후변화, 인구증가, 화석연료의 가격변동 등 다양한 요인들

을 포함한다(Geels, 2011, 2019; 윤순진·심혜영, 2015). 두 번째 수준인 사

회기술체계에서는 기술, 시장, 정책, 산업, 문화 등 여러 기술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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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제도화되어 있다. 세 번째 수준인 틈새(niche)

는 시장이나 사회문화적 규범에서 자유로운 공간으로 급진적인 혁신이

시도되며, 사회기술체계 전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Geels, 2002, 2011).

기술·사용자·구조가 공진화(co-evolution)함으로써 확장된 틈새는 ‘기회의

창(windows of opportunity)’을 통해 사회기술체계에 진입하고, 새로운

사회기술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한다(안정배·이태동, 2016; 송위진 외,

2017; 윤순진·심혜영, 2015).

틈새가 확장하더라도 경성에너지체계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이득을 취해온 행위자들은 전환을 거부하고 이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로 인해 하나의 기술이 오랜 기간 공고화된 사회기술체계에서

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 나타난다(Geels, 2011). Hughes(1994)

는 이를 ‘기득권(vested interest), 고정자산(fixed assets), 매몰비용(sunk

costs) 등’의 영향으로 기존 체계를 유지하려는 ‘관성(momentum)’이라

이름하였다.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과 편리성을

우선시하는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사회문화는 에너지 전환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윤순진, 2008). 이를 정리해보면, 경성에너지체계에서 [표 1]과 같

은 여러 고착 요인이 생겨났고, 이는 전환 속도나 경로에 영향을 줌으로

써 에너지 전환을 방해한다.

구분 주요 내용

기술·경제적 고착
� 매몰비용(sunk investments)

�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에 따른 기존 기술의 경제효율성

사회·인지적 고착

� 일상에서 반복되며 공유된 인식

� 사회조직들 간 관계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

�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된 소비자의 이해와 생활방식

제도·정치적 고착
� 기존 기술에 유리한 현행 규제, 기준, 정책네트워크

� 기득권 세력이 보유한 정책네트워크

[표 1] 세 가지 고착기제(lock-in mechanism)

출처 : Geels(2019)를 참조하여 표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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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부 행위자들은 기득권, 매몰비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에너

지체계의 전환에 저항하게 된다(정병걸, 2015). 이들의 저항은 경로의존

성뿐만 아니라 경성에너지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재생에너지 시설만

증설하는 반쪽짜리 변화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새로운 에너지체

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 간 긴장과 갈등을 조정하는 작업이 요

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환을 둘러싼 정책환경과 행위자들의 사회·정치

적 행위를 이해하고, 전환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석탄발전 에너지기술체계의 균열과 저항

석탄화력발전은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이용되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 도래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국, 프랑

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탈석탄 목표를 공식 선언하고 법제화

를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다(박시원·김승완, 2020). 특히 영국은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준비 과정에서 2025년까

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가장 먼저

탈석탄 정책을 선언하였다(한국에너지공단, 2015). 우리나라의 경우, 2016

년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문제가 공론화됨에 따라 탈석탄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2017년 5월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내걸었던 문

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

었다. 정책변화와 아울러 석탄화력발전 퇴출에 공감하는 행위자들의 연

대가 국제사회에 등장하였다.

2017년 11월 제2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서 영

국과 캐나다 정부의 주도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이 출범하였다. OECD와 EU 국가는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단계적인 석탄발전 폐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고,

2021년까지 125개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과 단체가 가입하였다(PPCA,

2021).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남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제주도,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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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 지방정부의 자발적 가입이 이루어졌다. 이에 더하여 2020년 9월

전국 56개 지자체와 교육청은 예산 출납 및 보관 금고 선정 시, 석탄 관

련 투자 철회와 재생에너지 투자를 공표한 금융기관을 우대하겠다는 내

용의 ‘탈석탄 금고’를 선언하였다(최예린, 2020-09-08). 한편 중앙정부는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금융권의 탈석탄을 촉진하였다(손덕호, 2021-04-22;

이윤정, 2021-04-23).

나아가 재생에너지, 연료전지(ESS),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재생에너지를 위한 전환 운동들이 틈새를 확장하면서

태양광, 육·해상 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원의 발전단가가 빠른 속도로

낮아졌다. IRENA(2021)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9년 전세계 태

양광의 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

은 82% 감소하였고,2) 육상풍력은 39%, 해상풍력은 29%로 하락 추세에

있다. 유럽, 미국 등 일부 국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함에

따라 발전비용이 저렴하다는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논거는 와

해되었다(Rifkin, 2020). 이처럼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의 급진화와 정책,

금융, 산업 등 석탄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요소들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석탄발전 에너지기술체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재난이

심각해지면서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체계로 전환

하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노동자와 일부 지역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석탄

에너지기술체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는 인구가 적고 경제가 낙후한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자

체와 주민들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특별지원금, 세수 및 상권 확보 등으

로 발전소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한다. 발전소 폐쇄 후 지역에서

2)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건설비, 연료비, 운영비 등 전력 생산에 발생한 비용을 나누어 계산

하는 발전단가와 다르게 송배전, 사고위험·환경비용 등 외부비용까지 포함하여 산출된다. 발전

시설 건설부터 폐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에너지원 간 발전비용을 균등

하게 비교할 수 있으나, 계산 주체에 따라 균등화발전비용의 개념이 상이하여 일부 차이가 발생

한다는 한계가 있다(한전경영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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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역 행위자들은 탈석탄 정

책을 개인과 지역의 생존 문제와 연결 짓고 탈석탄 에너지체계로의 전환

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한빛나라 외, 2020; 이상훈·김진하, 2012;

Vogele et al., 2018; Johnstone & Hielscher, 2017).

국가 차원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사회 구축을 위하여 탈석

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속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이처럼 에너지기술체계의 전환은 경관의 압박과 틈새

의 공진화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체계 속 행위자들 간 설득과 합의 등

상호작용이 수반된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

고, 이를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석탄발전에

관한 에너지 정책이 탈석탄 방향으로 변화하기까지 삼척화력 1·2호기 갈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수준의 행위자들이 어떤

이해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환

경과 정책하위체제 내 행위자들의 상호관계를 유기적으로 보여주는 옹호

연합모형을 분석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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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옹호연합모형

1) 개념과 특징

옹호연합모형은 정책환경과 정책하위체제를 중심으로 정책변동과정

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서 Sabatier(1988)에 의하여 개발되

었다. 이 모형의 분석단위는 개별행위자나 정부 조직이 아닌 정책하위체

제이며(Sabatier & Jenkins-Smith, 1999; weible et al., 2009), 하위체제

내 옹호연합들은 자원과 전략을 이용하여 갈등 또는 합의함으로써 정책

에 영향을 미친다. 옹호연합은 ‘기본 가치, 인과관계에 관한 신념, 문제

인식 등’ 특정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공유하는 행위자들의 연합체를

의미하는데(Sabatier, 1988), 전통적인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과 달리

공공과 민간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 성격을 보

인다(김순양·이지영, 2009).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는 행위자의 역할과 활동에 주목하는 연구와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김동만,

2004). 두 가지는 상반된 접근법이나, 실제 사회에서 정책과정은 정책을

둘러싼 환경과 정책이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받으

며 이루어진다. 또한 다원화 사회에 이르면서 기업, 언론, 시민단체 등

비공식 정책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좁히기 위

하여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s model),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등’ 여러 이론이 개발되

었지만, 행위자들의 관계나 정책과정의 내적 동태성을 분석하는 데 한계

를 보였다(김순양·이지영, 2009). 반면에 옹호연합모형은 정책하위체제라

는 개념을 동원하여 외적 환경요인과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을 인과적으

로 설명함으로써 기존 이론들의 한계를 보완하였다(김순양, 2006, 2010).

또한 정책환경-정책과정-정책산출이라는 체제론적 관점에서 정책변동과

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선애경 외,

2017; 김순양, 2006, 2010; 조만형·김이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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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기본 전제로 한다(Sabatier &

Weible, 2007). 첫째, 정책변화과정과 정책지향학습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하

여 정책하위체제를 분석단위로 설정한다. 셋째, 정책하위체제는 다양한

수준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을 포함한다. 넷째, 정책하위체제 내

옹호연합들은 정책에 대한 신념체계를 공유하며,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른 옹호연합과 경쟁한다(정지원·박치성,

2012).

이러한 전제조건은 건설 옹호연합과 탈석탄 옹호연합을 중심으로 긴

장과 갈등이 온존하는 삼척화력 1·2호기 사례의 특징과 들어맞는다. 우

리나라 석탄발전 관련 에너지 정책은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하였다. 특

히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석탄발전 관련 정책은 민간발전사업

자의 석탄발전사업 허용,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LNG 전환 등 10년 이

상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환경 속에서 삼척화력 1·2호기를 중심으

로 여러 수준의 행위자들은 정책에 대한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옹호연합을 형성함으로써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옹호연합

모형은 탈석탄 정책의 출현으로 옹호연합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면서 정책이 변동하는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적 틀이다.

2) 구성요소

옹호연합모형은 [그림 3]과 같이 외적 요인인 ‘안정적 외적변수, 역동

적 외적변수’와 정책하위체제의 ‘옹호연합, 신념체계,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 그리고 외적 요인과 정책하위체제를 매개하는 ‘장기연합기회구

조, 하위체제 행위자의 단기적 제약과 자원’으로 구성된다(Sabatier,

1988; Sabatier & Jenkins-Smith, 1999; Sabatier & Weibl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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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batier & Weible(2007)을 참조하여 재작성

[그림 3] 수정된 옹호연합모형(ACF)

(1) 외적요인과 매개요인

안정적 외적변수(stable external parameters)와 역동적 외적변수

(dynamic external parameters)는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이다. 안정적 외적변수는 ‘문제영역의 기본속성, 자연자원의 분포, 사

회·문화적 가치와 구조, 기본적인 법적 구조 등’ 사회에 고착되어 단기간

에 변하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Sabatier & Jenkins-Smith, 1993). 역동적 외적변수는 ‘사회·경제적 조

건 변화, 여론의 변화, 지배집단의 변화,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영향 등’

가변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로 인해 안정적 외적변수보다 빠르게 변

화하고 정책하위체제에 단기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Sabatier, 1988).

외적요인과 정책하위체제를 매개하는 요인으로는 장기연합기회구조

(long term coalition opportunity structures)와 하위체제 행위자의 단기

적 제약과 자원(short term constraints and resources of subsystem

actors)이 있다.3) 장기연합기회구조는 하위체제 내 행위자들의 행위를

3) Sabatier(1988)는 매개요인으로 ‘하위체제 행위자들의 제약과 자원(constraints an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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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거나 지원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다원주의, 유럽 조합주의, 독

재체제 등 정치체제에 따라 ‘정책변동에 대한 합의수준’과 ‘정치체제의

개방수준’이 다른데, 이는 하위체제 행위자들을 제약하거나 자원으로서

영향을 준다(Sabatier & Weible, 2007; 손화정, 2011). 따라서 안정적 외

적변수는 장기연합기회구조를 매개로 하위체제 내 행위자들의 행위를 제

한하거나 지원하고, 정책하위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사회·

경제적 조건이나 여론 또는 지배집단의 변화 등 역동적 외적변수는 하위

체제 행위자들의 단기적인 제약 또는 자원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들 간 상

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행위자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법적 권한, 여론, 정보, 인적자원, 재정, 리더십

등이 있다(Sabatier & Weible, 2007).

(2) 정책하위체제

첫째, 정책하위체제 내 옹호연합은 정부, 언론,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국가·지역·전국 수준의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된다. 옹호연합의 형

성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는데, Jenkins-Smith &

Sabatier(1993)에 의하면 기존 정책하위체제가 특정 문제를 간과한다는

불만 속에서 새로운 옹호연합이 출현한다. 이들은 정책에 대한 신념체계

에 따라 연대하며, 자신들의 목표와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여러 자

원과 전략을 사용한다. 각 옹호연합은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립하며, ‘상호 적대화(devil shift)’ 전략을 사용하여 갈등을 심

화시키는 동시에 연합 내 결속력을 강화한다(Sabatier & Jenkins-Smith,

1999; Sabatier & Weible, 2007; 김순양, 2006).

of subsystem actors)’을 제시하였으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하여 적실한 분석이 어려웠다. 또

한 다원주의가 아닌 정치체제에서는 역동적 외적변수만으로 행위자들의 행위가 제한되거나 동

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유럽이나 개발도상국처럼 다른 국가 사례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보

였다. 이에 따라 Sabatier & Weible(2007)은 ‘장기연합기회구조’ 개념을 도입하였고, 기존 매

개요인은 ‘하위체제 행위자의 단기적 제약과 자원’으로 명칭을 수정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는 ‘단기적 제약 및 정책하위체제 행위자의 자원’, ‘정책 하위체제 행위자들의 제약 및 재원’ 등 

다양하게 번역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Sabatier & Weible(2007)이 제시한 명칭 그대로를 번

역하여 ‘하위체제 행위자의 단기적 제약과 자원’으로 이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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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옹호연합의 신념체계는 ‘규범적핵심신념(normative deep core),

정책핵심신념(policy core), 이차적신념(secondary beliefs)’의 계층적 구

조를 보이며, 행위자들 간 결속력을 공고히 만든다(Sabatier, 1988;

Sabatier & Weible, 2007). 규범적핵심신념은 자유, 평등, 건강과 같은 근

본적이고 규범적인 공리를 의미한다. 이는 모든 정책영역에 적용되기 때

문에 특정 정책과의 연관성은 적고 종교 개종처럼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신념이다(김동만, 2004). 정책핵심신념은 환경보호와 경제개발과 같은 정

책적 가치, 정책방향 및 문제 원인 등 정책하위체제가 주목하는 특정 정

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옹호연합의 형성과 정책선택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으나, 사회경제적 조건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하여

변할 수 있다(김순양, 2010; Sabatier, 1988). 이차적신념은 정책핵심신념

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도구이며 ‘세부규칙, 예산배분, 규정해석에 관한

결정 등’이 있다. 비교적 구체적이고 좁은 범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변

화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러한 신념체계는 옹호연합 내부에서는 행위자

들을 결집하고, 외부에서는 옹호연합들 간 경쟁과 갈등을 촉발한다. 신념

체계에 관한 설명은 [표 2]에 요약 정리하였다.

구분 규범적핵심신념 정책핵심신념 이차적신념

특징 근본적·규범적 공리

규범적 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에 관한 입장

정책핵심신념 집행을

위한 도구 결정 및

정보 탐색

적용범위 모든 정책영역 특정 정책영역 특정 정책영역

변화가능성 매우 어려움 어려움 쉬움

예시 성격, 지식, 건강 등

근본적인 정책갈등

(환경보호·개발성장),

정책도구 선택

(강제/유인/설득)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해석 결정

[표 2] 옹호연합의 신념체계

출처: Sabatier(1988)를 참조하여 표로 재작성

모형에서는 신념체계를 세 개의 층위로 구분하고 있지만, 경계가 모

호하고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한계가 있다(선애경 외, 2017).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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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내 선행연구에서 신념체계의 적용 범위는 특정 정책영역으로

통일되고 규범적핵심신념은 환경보호·경제개발·전력공급 안전성 등 정책

적 가치, 정책핵심신념은 정책에 대한 의견, 이차적 신념은 정책 이행방

안으로 치환되었다(이승모, 2014; 김영종, 2009; 배봉준, 2020; 이동기,

2017; 장현주, 2019; 장현주·정원옥, 2015; 임석준·김현정, 2018; 전진석·

이선영, 2015; 민경세·김주찬, 2010).

이에 더하여 실제 사례에서 행위자들이 신념체계만을 따르지 않고

개인과 집단의 이익에 따라 연대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선애경 외,

2017; Sabatier & Weible, 2007). 특히 사적 이익집단의 경우 신념보다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신념체계에만 주목하는 경우,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변화를 간과할 수 있다(김선희, 2009).

따라서 신념체계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연대하여 옹호

연합을 형성할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옹호연합들의 행

위에 담긴 의도와 전략을 해석할 수 있고, 갈등이 지속되는 원인을 파악

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각 옹호연합은 정책지향학습을 통하여 신념체계를 변화시키고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지향학습은 ‘공개토론

회, 설명회, 공청회, 전문가 포럼’처럼 전문적이고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통하여 옹호연합 행위자들이 정책에 관한 신념체계 또는 행동을 강화하

거나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Sabatier & Weible, 2007). 사실상 행위자

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신념과 충돌하는 정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규범적핵심신념과 정책핵심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렵다.

이로 인해 정책지향학습은 변화 가능성이 큰 이차적 신념에 영향을 줌으

로써 급속한 정책변동보다는 작은 폭의 변화를 가져온다(Sabatier &

Weible, 2007; Sabatier & Jenkins-Smith, 1999; 선애경 외, 2017).

넷째, 정책을 중심으로 갈등과 긴장 속에 있는 옹호연합들은 자신들

의 이해와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다양한 자원과 전략을 사용한다.

이들이 선택한 전략은 정책중개자에 의하여 중재되는데, 정책중개자는

제3자로서 옹호연합 간 갈등 완화에 주안점을 둔다(전진석, 2003;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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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박치성, 2012). 행정부, 정치인, 언론, 연구자, 시민단체 등 모든 행위

자가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특정 옹호연합에 속하지 않고 중

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Sabatier & Jenkins-Smith, 1999; 정지원·박

치성, 2012; 정정길 외, 2017; 현상진·문광민, 2019). 따라서 정책중개자는

두 옹호연합의 신뢰를 받고 의사결정에 대하여 권위를 갖고 있을 때 갈

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정지원·박치성, 2012; Sabatier &

Weible, 2007).

옹호연합모형은 정책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아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의 사례연구에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변수, 조작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이론과 실천적 측면에

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Sabatier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는 여러 차

례 모형을 수정함으로써 한계를 보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옹호연합모형을 통하여 환경, 에너지, 국토 개발, 산업 등 여러

분야의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장현주, 2019; 현상진·

문광민, 2019; 임석준·김현정, 2018; 전진석·이선영, 2015; 장현주·정원옥,

2015; 이승모, 2014; 장지호, 2004; 김순양·이지영, 2009). 한편 김순양

(2010)은 국내 정책과정 분석에서 발생하는 이론과 실천적 한계점을 검

토하여 정책영역별로 적합한 변수들을 선별하고, 유사한 변수들을 통합

및 단순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사례

의 특성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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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석탄화력발전과 탈석탄 관련 선행연구

에너지 시설에 관한 국내 갈등연구는 원자력발전소, 송전탑에 집중

되어 석탄화력발전 사례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제6차 전력수급기

본계획(이하 ‘제6차 전기본’) 수립 당시, 민간사업자들의 석탄발전사업 진

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업자와 주민들 간 갈등이 여러 지역에 나타나면

서 이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김광구 외(2015)는 민간사업자의 지방의회 유치동의서와 주민동의서

확보 과정에 주목하여 인허가 제도와 갈등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제6차 전기본에서 지역수용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의향서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동의 절차에 관

한 지표가 누락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주민동의서 징구 대상을 ‘발전

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 최소 2천 세대 이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최

소 범위인 2천 세대의 동의서만 확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절차의 정당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주민동의서 징구

대상을 모든 주민으로 확대하거나 찬반 주민투표를 실행하는 방안이 필

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나현 외(2017)는 갈등주기이론과 갈등영향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제

6차 전기본 반영을 위한 화력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지역 사례를 분석하였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

감소로 쇠퇴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화

력발전소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유치계획

은 지자체장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추진되거나 주민과 지방의회의 반

대의견이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갈

등관리와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가 발전소 유치 성패에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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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를 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동의율만으로 소통과 합의를 바탕으

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결론짓기 어려우며, 각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최병학(2013)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갈등에 관한 학술적 연구

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충청남도 당진, 태안, 보령, 서천지역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당진, 태안, 보령지역은 일방적

인 사업 추진으로 갈등이 야기되었고 상호이해와 투명성 부족이 갈등 수

준에 영향을 주었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갈등관리 방안으로서 피해 주민

들에 대한 보상 법·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중재 역할,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석탄발전 에너지기술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제

공하지만, 석탄화력발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을 퇴출하는 국제사회 흐

름에 따라 박지혜(2018)는 삼척화력 1·2호기 추진 사례를 통하여 석탄화

력발전소 관련 법·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

써 논의 범주를 에너지 전환으로 확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에너지 전환

에 있어 탈석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탈석탄 운동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황보은영 외(2021)는 충청남도 당진시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을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입지 갈

등이 탈석탄 에너지 전환으로 확장되고, 다른 지역 행위자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지역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이룩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하여,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갈등이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도

록 의제 확장을 이끄는 지역 NGO의 역할, 여론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

내 리더십, 지역 맥락을 반영한 의사소통 방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민간발전사업인 당진에코파워 1·2호기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고, 지역

에너지 전환 기조를 이어간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의 탈석탄 흐름과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탈석탄 운동이 시

민단체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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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탈석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

대적 상황에서 탈석탄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으로 불거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갈등은 석탄발전 에너지 정책과 지역적 특

징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탈석탄 정책을 수립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석탄발전 관련 에너지 정책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고, 각 정책환

경 속에서 삼척화력 1·2호기를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석탄화

력발전소 건설안이 유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2. 옹호연합모형 관련 선행연구

옹호연합모형은 정책환경과 정책하위체제 개념을 통하여 정책을 중

심으로 나타나는 갈등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모형이다. 우리

나라에서 옹호연합모형은 2000년대 이후부터 정책변동과정 분석연구에

적용되었다. 환경정책 분석에 주로 활용되었고 산업, 보건, 교육 등 여러

정책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장현주·정원옥(2015)은 옹호연합모형과 갈등주기를 결합한 모형을 통

하여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법을 두고 발생한 정부기관 간 갈등사례

를 분석하였다. 시기를 갈등양상에 따라 ‘갈등생성기-갈등표출기-갈등증

폭기-갈등완화기’로 세분화함으로써 옹호연합의 형성 시기, 정책하위체

제와 정책환경의 변동과정을 동태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그러나 정책하위체제의 행위 주체를 정부기관으로 한정하였기 때문

에 갈등에 참여하였던 학계와 시민단체의 동태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였

다는 한계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장현주(2019)는 옹호연합모형과 갈등주기를 결합한 분석

틀을 사용하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찬반 옹호연합 간 갈

등구조와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보수·진보 성향 정당들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찬반 옹호연합에 합세함으로써 정치적 공조와 긴장 관계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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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이처럼 옹호연합 간 갈등양상이 지배집단이나 여론 변화의 영

향을 받는 사례는 정지원·박치성(2012)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지원·박치성(2012)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 갈등 사례에서 나타난 입

지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국책사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정부들 간 갈등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지자체와 같이 지

역경제발전이라는 동일한 규범적핵심신념을 가진 주체들이 대립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 지배집단의 변화와 외적변수가 정책

하위체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책환경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나타난 갈등 사례를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승모(2014)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밀양 송전선로 사업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변동과정뿐만 아니라 갈등 해결 실

패요인을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화력과 원자력 발전 기반의 중앙집중식

전력수급 방식, 절차와 보상 중심의 법적 구조,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외적변수 영향에 따라 찬반 옹호연합과 긴장 및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행정부, 입법부,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정책중개자가 나타났지만,

이들의 활동은 정책변동을 가져오지 못한 결과가 드러났다.

최지은(2015)의 석사학위논문은 삼척시의 원전 유치계획이 백지화되

는 과정을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유일한 연구이다. 원전 유치

계획이 어떤 정책환경과 정책하위체제 속에서 역동하였는지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김대수 전 시장이 원전 유치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

황에서 삼척시 내 여론은 대내외적으로 찬핵 입장으로 비추어졌다. 이러

한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역의 반대 여론 형성과 범시민 운동

으로의 연대 확장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후 반핵 공약을 내 건 김양호

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삼척시의 다수 여론이 반핵으로 뒤바뀌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방선거로 인한 정치지배집단의 변화가

정책하위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강시

장-약의회형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특성상 지자체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 여론과 정책하위체제의 관계가 급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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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 분석틀

이 연구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그림 4]와 같이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주요 변수인 정책환경, 정책하위체제, 정책결정을 통하여 에

너지 정책 기조가 석탄 중심에서 탈석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삼척화력 1·2호기 사례를 살펴본다.

출처: Sabatier(1988), 김순양·이지영(2009), 이동기(2017), 배봉준(2020), 김모모·이찬구(2021)를 참

조하여 재구성

[그림 4] 연구의 분석틀

정책환경은 기존 분석틀의 안정적 외적변수와 역동적 외적변수를 통

합한 정책 요인으로 정책하위체제 행위자들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자원으

로 이용된다. 하위 변수로는 에너지 정책, 지리·사회경제적 특징, 여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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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배집단이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과 화석연료 발전 기

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석탄발전뿐만 아니라 경성에너지체계

를 뒷받침해왔다. 이러한 정책환경은 석탄발전의 증가와 민간화력발전사

업 확대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지역의 지리·사회경제적 특징에 따

라 중앙정부의 석탄발전 정책은 지역 경제, 여론,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여론과 정치지배집단의 동태는 정

책하위체제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

히 지배체제의 변화는 정책변동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유

정호 외, 2017), 지방선거나 정권교체 등의 사건이 석탄발전 에너지 정책

과 삼척화력 1·2호기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정책하위체제의 행위 주체는 건설 옹호연합과 탈석탄 옹호연합으로

구분하고 두 옹호연합의 갈등을 중재하는 정책중개자로 정하였다. 각 옹

호연합은 공통된 신념체계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 지역, 전국 수준

의 행위자들로 구성된다. 각 옹호연합은 공유된 목표를 정책에 반영하고

자 집회, 청원, 연대 네트워크 및 의제 확장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황보은영 외, 2021). 또한 공개토론회, 설명회 등 논의의 장을 통하여 정

보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신념이나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정책지향학습이

이루어진다. 옹호연합들 간 갈등 속에서 정책중개자는 협의와 합의를 추

진함으로써 갈등 조정을 시도한다. 이러한 정책하위체제 내 상호작용은

세부 이행방안부터 정책방향까지 정책결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정책하위체제의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된 결과는 정책환경에 환류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각 분석변수와 내용은 [표 3]과 같이 조작

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석탄발전에 관한 정책환경 속에서 나

타난 삼척화력 1·2호기 정책하위체제의 상호작용과 정책변동을 분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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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 하위 변수 내용

정책환경

에너지 정책
석탄발전 기반 대규모 중앙집중식 에너지체계를

뒷받침하는 제도 및 민간화력발전사업 배경

지리·사회경제적

특징

삼척시 사회경제적 특징과 석탄발전 및 에너지 정책

관련 지역 갈등 경험

여론·

정치지배집단

지자체·의회 태도, 대내외 여론, 정권교체 등

석탄발전 정책에 관한 정치·사회적 환경

정책

하위

체제

옹호

연합

행위자
옹호연합에 참여하는 국가, 지역, 시민단체 등 여러

수준의 개인 또는 집단

이해관계 정책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사회경제적 이익과 손해

신념체계* 각 옹호연합의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정책적 가치,

입장, 이행방안

전략
옹호연합의 목표를 정책에 관철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전략

정책

중개자
- 옹호연합들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제3의 행위자

정책결정 -
정책하위체제의 상호작용 결과 나타난 정책영향

또는 정책변동

[표 3] 분석변수와 내용

주: *‘신념체계’는 원 모형에서 제시한 신념체계의 계층적 구조에 따라 규범적핵심신념은 정책적

가치, 정책핵심신념은 정책에 관한 입장, 이차적신념은 정책 이행방안으로 세분화하였음.

출처: 김순양(2006, 2009, 2010), 선애경 외(2017)를 참조하여 재구성

제 2 절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이 연구는 문헌조사, 심층면접, 간접관찰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삼척화력 1·2호기에 관한 선행연구는 박지혜(2018)의

연구가 유일하기 때문에 문헌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언론기사, 의정·시

정보고서, 시의회회의록, 중앙부처 발행 문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갈등 과정에 나타난 쟁점,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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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회·경제적 특성, 탈석탄 정책 내용 등 주요 정보들을 확인하여

정리한다. 또한 심층면접에서 피면접자가 진술한 내용을 2차 검증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간접관찰은 텍스트로 전달하기 어려운 삼척화력 1·2호기 관련 전단

물, 현수막, 시위 피켓, 집회 현장, 관련 문서 등의 물리적 흔적(physical

traces)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간접관찰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사건,

행위, 현장 등을 각종 기록물과 사용 흔적을 통하여 관찰하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과거에 진행된 시위, 서명운동 등을 관

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haughnessy et al., 2000). 따라서 다양한

물리적 흔적을 수집함으로써 당시 이해당사자들이 주목하였던 쟁점과 주

요 입장을 확인하고, 문헌조사와 심층면접 내용을 검토하는 도구로 사용

한다. 간첩관찰과 아울러 맹방해변 해상공사장, 탈석탄 옹호연합의 피켓

시위 현장 등에 직접 방문하여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자료 분석에 활용하

도록 한다.

심층면접은 두 가지 목적에 따라 아래 [표 4]에 제시된 이해당사자

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첫째, 문헌조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의 특

수한 역사, 옹호연합의 이해관계, 신념체계, 전략, 행위자 간 상호관계 등

을 파악한다. 둘째, 문헌조사에서 파악한 사건과 쟁점 및 옹호연합들의

활동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삼척 시민, 지역 기업, 환경

및 시민단체 등 여러 수준의 이해당사자들을 피면접자로 정하며, 미리

작성한 면접 질문에 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한다. 피면

접자는 2항 연구참여자에 기술한 기준에 따라 모집하며, 연구윤리에 따

라 사전에 피면접자로부터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

를 받은 뒤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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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 다음 두 가지를 우선으로 한다. 첫째, 자발

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혔는가? 둘째, 연구 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가? 이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주체적

인 견해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연구참여자

로 선정한다. 또한 이 연구의 질문에 대한 답과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척화력 1·2호기 사업과 탈석탄 갈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진 연구참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을 모집하

되,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연구참

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심층면접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명

단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1) 지역 수준 행위자

� 삼척시에 10년 이상 거주하며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주민

� 삼척화력 1·2호기 관련 지역단체 활동에 2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주

민

� 지역 건설업체 또는 임대업·요식업 사업자 또는 근로자

2) 전국 수준 행위자

� 삼척화력 1·2호기 건설 반대 운동 또는 탈석탄 운동에 관여한 삼척지

역 외 시민 및 사회·환경단체 관계자

� 삼척화력 1·2호기 건설 반대 주민조직과의 접촉 또는 연대 경험이 있

는 사회·환경단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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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면접자 연령 소속 시간 방식

지역 A 50대 삼척 근덕면 상맹방리 주민 1시간 대면

지역 B 50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2시간 대면

지역 C 60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1시간 50분 대면

지역 D 70대 삼척상맹방1리현안대책추진위원회 1시간 30분 대면

지역 E 50대 삼척오분펜션마을대책위원회 2시간 대면

지역 F 60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대책위원회,

삼척시 번영회
3시간 대면

전국 G 30대
現 기후솔루션

(前 환경운동연합)
1시간 30분 대면

전국 H 70대 바다살리기국민운동(강원본부) 1시간 전화

[표 4] 피면접자 및 심층면접 주요 정보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1절에 제시한 분석틀과 분석변수에 따라 삼척화력 1·2호

기에 관한 정책환경과 갈등 전개 내용 및 정책하위체제를 분석한다. 다

만 장기간에 걸친 갈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석탄발전에 대한

에너지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기를 ‘친석탄 에너지 정책, 탈석탄 에

너지 정책의 출현, 탄소중립과 탈석탄 에너지 정책’ 3가지로 세분화하였

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부터 2021년 6월 25일이지만 갈등의 인

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2012년 이전에 발생한 정책환경을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사례연구 범주에는 질적 사례연구와 양적 사례연구가 포함되는데,

질적 사례연구는 단편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현상이 발생한 맥락과 상황

의 복잡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Yin, 2014; 남궁근, 2017; 유기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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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질적 사례연구의 목적은 사건 빈도를 조사함으로써 통계적 일반

화를 도출하는 데에 있지 않고, 연구 대상에 대한 완숙한 이해를 바탕으

로 담론 혹은 이론들을 확장 및 일반화하는 데에 있다(Yin, 2014). 또한

질적 사례연구는 미리 가설을 결정하지 않고, 연구 대상이 내포하는 구

체적이고 복잡한 현상과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사례연구 설계 시, 연구 대상인 사례의 개수에 따라 단일 또는 다

중사례연구로 구분된다(Yin, 2014; 유기웅 외, 2018; 남궁근, 2017). 또한

연구 대상의 분석단위가 단일하거나 여러 개로 복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단일분석과 복합분석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Yin, 2014; 유기웅 외, 2018).

이를 종합해보면, 사례연구 설계유형에는 [그림 5]처럼 네 가지가 있다.

이 연구는 [표 3]에 제시된 여러 분석단위를 통하여 삼척화력 1·2호기

사례를 분석하기 때문에 ‘단일사례연구-복합분석’에 해당한다.

출처: Yin(2014)을 참조하여 재작성

[그림 5] 사례연구 설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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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녹취한 내용을 전사하고 개방코딩

과 범주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분석한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

어진다. 첫째,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녹취록 전사 후 작성된 텍스트를 검

토하면서 연구 질문과 관련된 자료에 이름을 붙이고 분류한다. 둘째, 범

주화 단계에서 코딩된 자료 중 비슷한 이름으로 분류된 자료들을 상위

범주로 구분하고 범주 이름을 붙인다. 셋째, 분석변수를 바탕으로 범주화

된 자료를 검토하고, 문헌조사와 간접관찰로 수집한 자료들을 교차 검토

한다.

다수의 자료원을 활용하는 삼각검증법은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

법으로 질적 사례연구에서 사용된다(유기웅 외, 2018; Cresswell,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문헌조사, 간접관찰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들을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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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에너지 정책과 지역적 특징

제 1 절 민간발전사업자의 석탄발전사업 진출

1. 2001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간발전사업자의 출현

60년대 이후 산업 중심 경제구조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

책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두었다. 저유가 시기에는

석유 비중이 높았으나, 70년대 오일쇼크 영향으로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석탄, LNG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국가에너지위원회,

2008). 한편 전력은 공공성을 가진 필수재로서 정부 규제를 받았기 때문

에 발전, 송·배전, 판매 부문이 공기업 독점체제로 운영되었다(전영택,

2000).

그러나 전력가격이 발전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왜곡 현상과 독

점체제의 경영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 전력

산업 구조개편을 시행하여 한국전력(이하 ‘한전’)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

리하고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였다(장기윤, 2018).4) 또한 변동비 반영시장

제도(Cost-Based Pool, 이하 ‘CBP 제도’)을 도입함으로써 발전사업자들

간 경쟁과 발전설비 효율 제고를 시도하였다(남일총, 2012). CBP 제도는

시장원리에 따라 변동비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전력공급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변동비는 연료비를 의미한다(온기운, 2019). 이에 따라

전체 발전원가에서 연료비 비중이 작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이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5)

4) 당초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1단계 발전경쟁(전력입찰시장 설립), 2단계 도매경쟁(송·배전 부분개

방), 3단계 소매경쟁(배전망 개방)으로 계획되었다. 1단계 발전경쟁은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6개

로 분리하고, 민간사업자의 발전사업 진입을 허가함으로써 시행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2, 3단계

는 현재까지 도입이 보류된 상태이다(장기윤, 2018).

5) 발전원가는 전력 생산에 발생하는 연료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지만 사고위험비용, 대기오염비용, 

사회적 비용 등의 외부비용을 제외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균등화발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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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제도를 기반으로 민간발전사업자(이하 ‘민간발전사’)들은

LNG 발전사업 투자를 시작하였다. 나아가 2007년 석탄화력발전 수익사

업 규제가 풀리면서 석탄화력발전 사업까지 가능해졌다. 이듬해 12월 이

명박 정부는 [그림 6]과 같이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4차 전기

본’)에 ‘민간기업 진출’을 건설의향 평가기준으로 추가함으로써 민간발전

사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설비투자 비용과 공사 기간 등 투자위

험성 때문에 참여가 저조하였다. 반면에 LNG 발전의 낮은 투자위험성과

높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민간발전사들은 첨두부하인 LNG 발전을 선호

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재성, 2012).

출처: 지식경제부(2008)

[그림 6] 제4차 전기본 발전사업자 건설의향 평가기준

이후 2010년 4월 동부발전(현 SK가스)과 STX에너지(현 GS동해전

(LCOE)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균등화발전비용(LCOE)의 정의는 각주 3번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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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는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에 민간발전사 최초로 석탄화력발전 건

설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동부건설은 충남 당진시에 동부그린 1·2호

기(1000MW 급), STX에너지는 강원 동해시에 북평화력 1·2호기(500MW

급) 사업을 구상하였다(지식경제부, 2010). 최종적으로 2010년 12월 제5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5차 전기본’)에 사업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민간발전사들의 석탄발전사업 진출이 본격화되었다.6)

2. 9·15 정전사태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민간발전사의 석탄발전 사업 진출은 제6차 전기본에서 가장 활발하

게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예비력 확보에 초점

을 둔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이 있다. 2011년 9월 15일 늦더위 영향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전력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발

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설비예비율 확보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2013년 2월 이명박 정부 말기에 수립된 제6차

전기본에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안정적 예비설비 확보”라는 방향에 따라

‘2027 중장기 발전설비 예비율 22% 목표’가 수립되었다.7) 그 결과 2027

년까지 15,300MW(석탄 1,500MW, LNG 4,800MW) 규모의 신규 화력설

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CBP 제도상 변동비가 낮은 석탄발

6) SK가스가 동부발전을 인수하면서 동부그린 1·2호기의 명칭은 당진에코파워로 변경되었다(황보

은영 외, 2021). 한편 STX에너지는 GS E&R이 인수한 후 GS동해전력이 사업 시공·운영·관리

를 맡게 되었고, 이후 1,190MW 급 발전소가 준공되었다(정형석, 2014-05-06).

7)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예비력 확보 필요성과 높은 수준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의향을 담은 

제6차 전기본 추진방향을 공개한 이후 전문가 집단과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

되었다. 윤순진(2012)은 2012년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

립의 추진현황 및 정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추가반영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대용량 신규 석

탄발전소 증설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경제 정책, 온실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에 어긋나고 

미세먼지, 환경불평등 등의 여러 환경·사회 문제를 낳기 때문에 현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대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체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비판 여론은 반영되

지 않았고, 2013년 2월 22일 이명박 정부는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제6차 전기본(안)을 확

정하였다(지식경제부, 2013-02-22). 사흘 뒤인 2월 25일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제6차 

전기본을 공고하였다(지식경제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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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공급 우선권을 받기 때문에 대용량 석탄발전 설비계획은 LNG 발

전사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배경에서 민간발전사들은 석탄발전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

다. 그 결과 2012년 7월 25일까지 19개 민간·공기업이 총 4만 4,840MW

규모(총 4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많은 기업이

건설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지경부는 건설의향서 평가기준에 ‘지역희망정

도(지방의회 및 주민동의)’를 추가하였다. 지역희망정도 평가 기준은 [그

림 7]과 같이 지방의회와 주민동의서로 구성되었다.8)

출처: 삼척시의회(2012)

[그림 7] 삼척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 건설의향 평가기준

최종적으로 6개 민간·공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향이 채택되어,

제6차 전기본에는 총 10,74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 증설 계획이 반

영되었다(지식경제부, 2013). 이 중 4개 기업은 민간기업으로 동부하슬라

파워, 동양파워(현 삼척블루파워), 삼성물산, SK건설이 있다. 이로써 제5,

6차 전기본에 따라 [표 5]와 같이 6개 민간발전사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계획되었다. 한편 신규 석탄발전사업 중 동부그린 1·2호기는 2017년 문

8) 주민동의서의 경우 발전소 부지 반경 5km 이내 세대주를 징구대상으로 하는데, 최소 2천 세대 

이상의 동의라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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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정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공약 이행에 따라 LNG

사업으로 전환되었다(황보은영 외, 2021).

회사명 발전소명 설비용량(MW) 총공사비(원) 위치

동부발전

(현 SK가스)

동부그린 1·2호기

(당진에코파워)
1,160 2조 3,500억 충남 당진

STX에너지

(현 GS E&R)
북평화력 1·2호기 1,190 2조 강원 동해

동부하슬라파워 동부하슬라파워 1·2호기 2,000 4조 8,200억 강원 강릉

동양파워

(현 삼척블루파워)

동양파워 1·2호기

(현 삼척화력 1·2호기)
2,000 3조 3,209억 강원 삼척

삼성물산 강릉화력 1·2호기 2,120 5조 790억 강원 강릉

SK건설 신삼천포발전소 2,000 3조 5,000억 경남 고성

[표 5] 제5, 6차 전기본에 반영된 민간발전사의 석탄발전 사업

제 2 절 삼척시의 발전소 현황

1. 삼척시와 동해시의 석탄화력발전소

삼척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대에 위치하여 석회석과

광산이 풍부하다. 지리 환경적 특성에 따라 1930년대 일제강점기부터 석

회석을 원료로 하는 시멘트 산업과 관련 화학공업이 발달하였다(삼척시,

2018; 남기동, 1999). 삼척뿐만 아니라 인근 동해시까지 많은 공장이 건

립되면서 지역 내 전력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56년 삼

척시 정하동에 5만 5,000kW 급 무연탄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삼

척시, 2018). 삼척 도계리에서 채굴한 무연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였기 때

문에 광업과 유통·발전사업 분야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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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약 22년간 동해안과 태백 지역에 전력을 공급한 삼척화력발전소

는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1985년 12월 최종 폐지되었다(정구영, 2021).

“저기 정라항에 세광엠텍이라고 써있는 곳이 원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었던 자리에요… 그런데 그 때는 그걸 오히려 반겼죠. 지역 경제에 도

움이 되니까...그리고 그런 피해도 크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멘트 공장들

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거지. 그래서 나도 시멘트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폐질환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석탄화력들 때문이더라고…” (피면접자F)

시내에 입지한 발전소는 폐쇄되었지만,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 삼

척과 인접한 동해 구호동에 동해화력 1·2호기(449.2MW 급)와 북평화력

1·2호기(1,190MW 급)가 상업운전 중이다.

[그림 8] 동해, 북평, 삼척화력 1·2호기 위치와 반경 5km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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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석탄합리화사업 이후 삼척, 태백, 정선 등 탄광지역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무연탄 대량소비를 목적으로 동해화력을 계획하

였다(박기호, 1998-11-25; 조강희, 2019-01-14).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

내 최초 무연탄 유동층 발전소인 동해화력 1·2호기가 준공되었다(한국동

서발전, 2021).9) 한편 동해화력 발전소에서 약 1.52km 떨어진 북평국가

산업단지 안에는 북평화력 1·2호기가 가동 중이다. 이는 국내 최초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로 2010년 12월 제5차 전기본에 건설계획이 반영되어

2017년 준공되었다(김승범·송원형, 2017-07-18).

두 개의 발전소는 동해시에 위치하지만, 반경 4-5km 이내에 삼척시

청과 시내 중심지가 포함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에 의하면, 주변지역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에 해당하는데, [표 6]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 삼척시민 61%가

영향권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 발전사들

은 동해와 삼척시 관내 교육시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

고 있다(김현주, 2015-07-15; 김병욱, 2019-06-21).

구분
인구수

세대수
합계 남자 여자

삼척시 전체 63,825 32,250 31,575 33,161

4개 동 합계
39,030

(61.1%)

19,570

(60.6%)

19,460

(61.6%)

18,266

(55.1%)

교동 14,479 7,358 7,121 6,010

성내동 7,985 3,934 4,051 3,780

남양동 7,544 3,705 3,839 4,006

정라동 9,022 4,573 4,449 4,470

[표 6] 삼척시 내 동해화력과 북평화력 주변지역 인구수 및 세대수

주: 4개 동 합계의 괄호 안 수치는 동해화력과 북평화력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들어가는 4개

동 주민 수가 삼척시 전체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삼척시(2021)

9) 동해화력 1호기는 1998년, 2호기는 1999년에 준공되었다(한국동서발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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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척그린파워 종합발전단지와 호산 일반산업단지

적지 않은 지역 인구가 석탄발전 영향권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삼척시에서는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보건 피해 인식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민선 4기(2006-2010) 김대수 전 시장은 삼척시를 동북아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며 석탄발

전, LNG 생산기지, 원전 유치에 나섰다(최동열, 2010-07-19; 정성호,

2016). 시민들은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며 2007년 11

월 화력발전소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지경부에 5만 7천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하였다(전수용, 2011-06-21; 김진철, 2008-08-14). 시민들

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2008년 7월 LNG 제4생산기지, 12월 삼척그린

파워 종합발전단지 입지가 확정되었다(고달순, 2008-12-29).10) 당시 지역

에서는 8조 7,000억대 국책사업을 통하여 지역 건설경기와 지방세수, 상

권 등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로써 시내 전반적으로

[그림 9]와 같이 사업유치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원덕읍은 시에서는 발전소 쪽에서 영향받는 거리도 아니고 경제적

혜택은 볼 것 같고, 지역이 발전할 것 같고 하니까 그때 들어온 게 같이

들어왔어요. LNG 가스 저장 사업하고 석탄화력 2기가 같이 들어왔던 게

시에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왔죠.” (피면접자C)

10) 유연탄 발전소(1,000MW 급) 4기, LNG 발전소(450MW 급) 2기, 무연탄 발전소(100MW 급) 

1기를 포함하여 총 5,000MW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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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수혁(2020-07-21)

[그림 9] 2008년 LNG 제4생산기지 확정 당시 삼척 시내

삼척그린파워 종합발전단지(이하 ‘삼척그린파워’)와 호산 일반산업단

지(이하 ‘LNG 기지’)는 삼척 원덕읍 호산리, 노곡리, 옥원리 일원에서 건

설되었다. 공사 기간 중 지역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우선권을 받았고, 주

민들은 공사장 인부들을 상대로 한 함바집, 원룸 임대 등의 상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었지만, 실질적으로 상업활동은 외

부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LNG 기지, 2017년 삼척그

린파워가 준공된 후에는 발전소 직원 대다수가 삼척 시내로 통근하고,

발전단지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등 원덕읍 안에서의 소비가 급격히 줄

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원덕읍이라고 하는 데가 인구가 다 합쳐도 1만 명도 안 되는데… 5

천 명이 일시에 나타나서 밥을 먹고 자고 술을 마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5년 동안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경기

가 활성화 되었죠. 그 시골에서 줄서서 밥먹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니

까…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돈을 벌었



- 42 -

겠느냐 많이… 많이 못 벌어요. 왜? 이미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대도시에 소위 뜨내기들 자본가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랄까 그

것만 쫓아다니는…여기서 건설 시작을 하더라도 동네 주민들 중에 몇 명

이나 원룸을 지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공사 끝나고 나서 정규직 직원들이 상주할 꺼 아

니에요. 가스공사도 독신자 숙소, 남부발전도 숙소를 120채를 지어줬어

요. 호산 앞에다가 아무도 안 들어가 살아요. 그냥 주중에만 잠깐 사는

거에요.” (피면접자B)

무엇보다도 원덕읍에는 심각한 환경 및 경관 훼손 문제가 나타났다.

2010년 LNG 기지 착공 후 인근 월천리에서 해안침식으로 백사장이 전

량 소실되면서 발전시설 공사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박수혁,

2020-07-21). 이후 감사원(2017)에서 월천해변 침식 저감방안 없이 LNG

부지를 매립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

되었다. 이에 더하여 아름다운 경관으로 주목받았던 월천리의 솔섬 뒤편

에 가스저장시설이 설치되면서 경관 훼손 문제가 발생하였다(최흥수,

2016-06-26).

두 개의 발전단지 사업은 공사 기간에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고,

이후에는 복구가 어려운 환경파괴까지 가져왔다. 기대와 달리 지역주민

채용, 지역 상생, 발전소 배출 미세먼지·매연과 같은 사회·환경·경제문제

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덕읍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국책사업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구정민, 2021-04-08). 이러한 결과들은 준공

후에 드러났기 때문에 삼척화력 1·2호기 사업에 관한 반대 여론을 응집

시키지 못하였다. 더욱이 원덕읍발 경제효과가 두드러진 시기에 삼척화

력 1·2호기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회, 관변단체, 지역 건

설업체 등 건설 옹호연합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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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전 및 방폐장 유치계획과 백지화 운동

1. 세 번의 원전 관련 사업 백지화와 9년간의 탈핵운동

화력발전사업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것과 달리 삼척시는 세 번의 탈

핵운동 경험이 있다. 1993년 삼척 근덕면 덕산리가 원전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근덕면 주민들은 상여 시위와 집회를 벌이며 반대 운동을 전

개하였다. 이에 더하여 삼척 시민들은 청와대 상경집회, 총궐기대회, 환

경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벌이며 원전 건설 계획 폐지를 촉구하였다(정성

호, 2016). 시민들의 투쟁 끝에 중앙정부는 1998년 삼척 원전 후보 부지

선정을 철회하였다. 이후 2005년 삼척 원덕읍 이천리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 후보 부지로 떠오르면서 다시 한 번 탈핵

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중앙정부는 원전특별지원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전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후보 지역 간 유치경쟁을

이끌었다(현경숙, 2005-09-01). 삼척시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시의회의 유치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삼척시의 방폐장 유치 사업은 백지

화되었다(정성호, 2016; 김경호, 2012-03-13).

세 번째 탈핵운동은 2010년부터 2019년 6월 5일까지 9년간 진행되었

다. 2010년 11월 한수원에서 삼척, 고흥, 해남, 영덕을 신규원전 입지 가

능 지역으로 정하면서 신규원전 유치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재점화되었

다. 특히 민선 5기(2010-2014)로 재임한 김대수 전 시장은 ‘20조 규모 세

계 최대 제2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공약 이행을 명목으로 관변단체를 앞

세워 근덕면에 신규원전을 유치하고자 하였다(정정화, 2015; 한상진,

20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다른 한편에서는 삼척핵발전소반대투

쟁위원회(이하 ‘삼척핵반투위’)를 주축으로 탈핵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시의회는 삼척시장의 정책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신규원전

유치 문제가 공론화되는 데 한계를 보였다(한상진, 2013; 정성호, 2016).

그러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위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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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형성되면서 삼척의 탈핵운동에 추동력이 생겼다(정정화, 2015). 나

아가 ‘원전 건설 백지화’를 1번 공약으로 내세운 김양호 후보가 민선 6기

(2014-2018) 시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2014년 10월 9일 원전 찬반 주민투

표가 시행되었다(박태현, 2015).11) 삼척시와 지역 탈핵단체들은 시민

85.6%가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투표 효력 인정 요구와

원전 백지화 운동 지속하였다(최승현, 2014-10-09; ). 9년간의 투쟁 끝에,

2019년 6월 5일 산업부는 신규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하였다(김성진,

2019-05-31). 이로써 세 번째 탈핵운동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하여 원전

백지화를 이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배연호, 2019-06-10).

이처럼 삼척시는 시민들이 30여 년간 원전을 반대함으로써 경성에너

지체계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술인 원자력의 도입을 막아냈다. 그러나 2

절에서 볼 수 있듯 2010년대 초반까지 석탄발전에 관한 인식이 미흡했기

때문에 삼척화력 1·2호기 사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한

지역에서 석탄과 원자력발전소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두 개의 사업

은 서로 다른 갈림길에 섰다.

“2021년 현재 시각으로 보면 ‘핵발전소도 막아낸 삼척에서 어떻게 기

후위기를 일으키고 환경에 유해한 석탄화력을 지역주민들 건강권이 당연

히 침해되는 가까운 곳에다가 유치했을까’ 하겠지만 한 쪽에서 그렇게

진행되었고 우리가 탈핵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 쪽(삼척화력 1·2호기 사

업)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초창기에… 핵발전소를 막는 데에 주

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 되었던 거죠.” (피면접자C)

“2017년 LNG 전환 그런 얘기도 시민들이 다 알지는 못하죠. 그 이후

에 이소영 의원이 국감에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알았고… 원전은 후쿠

시마 사고도 있고 해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들 반대했죠.”

(피면접자E)

11) 2014년 6월 14일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의 김양호 삼척시장 후보는 2

만 5948표(62.44%)를 득표하여 3선에 출마한 김대수 전 시장을 밀어내고 당선되었다. 당시 도

내 방송 3사의 여론 조사에서 김대수 전 시장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반면, 선거에서 반전이 일

어난 것을 두고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원전 백지화를 주장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은 것

으로 분석하였다(홍성배, 2014-06-06; 박정도, 2014-06-05; 정정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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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삼척화력 1·2호기를 둘러싼 갈등

제1절 친석탄 에너지 정책(2012-2016)

1. 석탄발전에 관한 정치·사회적 환경

1) 석탄화력발전소 유치와 주민동의율 96.8%

삼척화력 1·2호기 건설 계획은 민간발전사의 석탄발전사업 진출이

활발하던 제6차 전기본에 반영되었다. 9·15 대규모 정전 이후 중앙정부

는 전력수급에 있어 예비력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

전사고 여파로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지자 원전 대신 석탄화력 용

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당시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보건

피해와 민원은 국지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석탄 확대에 대한 지역사회

의 비판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또한 지역에서는 삼척을 ‘복합에너지거점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김대수 전 시장를 중심으로 여러 에너지 사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다.

친석탄 에너지 정책과 석탄발전을 옹호하는 지역 분위기 속에서 동

부발전삼척, 동양파워, 삼성물산, STX에너지, 포스코에너지는 삼척시와

사업 관련 MOU를 체결하였다. 제6차 전기본에 상당수의 화력발전 건설

의향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경부는 사업자들은 지방의회 유치동의안과 주

민동의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15일 삼척

시는 시의회에 유치동의안 검토보고서와 ‘화력발전소 유치동의에 따른

전제조건’을 제출하였다. 2012년 10월 23일 시의회는 최종적으로 동양파

워, 동부발전삼척, 포스코에너지 3개 기업에 대한 유치동의안을 작성하였

다(삼척시의회, 2012). 그 결과 2013년 2월 제6차 전기본에 동양파워의

석탄발전사업이 반영되었고, 같은 해 7월 5일 동양파워는 발전사업허가

를 취득하였다.12) 5개 기업의 초기 석탄발전사업계획 내용은 [표 7]에 정

12) 동양파워(주)는 동양시멘트의 자회사이며, 동양시멘트는 삼척의 향토기업이라는 수식어를 갖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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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다.

회사명 발전소명 설비용량(MW) 총공사비(원) 사업 부지

동부발전삼척 그린 삼척 에너토피아 6,200 14조 근덕면 동막리

동양파워 삼척 친환경 화력발전소 4,000 11조
적노동,

근덕면 상맹방리

삼성물산 삼척 에코파워 콤플렉스 4,000 8조 원덕읍 노곡리

STX에너지
삼척 에너지

복합산업단지
4,000 8조

근덕면

덕산·교가·부남리

포스코에너지
삼척 청정에너지

복합산업단지
4,000 8조 원덕읍 임원리

[표 7] 제5, 6차 전기본에 반영된 민간발전사의 석탄발전 사업

출처: 삼척시의회(2012)

동양파워의 삼척 친환경 화력발전소 부지는 동양 46광구로 과거 동

양시멘트의 석회석 채굴장이다. 동양파워의 발전사업 부지는 가채연한

만료일을 앞둔 동양 46광구였다. 오랜 기간 동양시멘트의 석회석 채굴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동양시멘트는 폐광 후 광해방지 사업 이행 의무를 갖

고 있었다. 하지만 동양시멘트는 광해방지 사업 대신에 석탄화력발전소

를 건설함으로써 수익을 확보하고, 광해방지의무를 면피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동양파워는 사업추진 당시 동양 46광구를 사업대상부지로 정

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양현석,

2012-12-10).

첫째, 석회석 채굴이 완료 직전인 분지형 지형구조이기 때문에 개발

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가 적다.

둘째, 기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비용 및

시간, 주민이주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다.

셋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재를 전량 동양시멘트 원료로 재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회처리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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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최적화된 조건이다.

[그림 10]에 묘사된 것처럼 폐광산 부지를 석탄화력발전소로 사용하

고,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한다는 이유에서 해당 사업은 ‘친환경

화력발전소’라는 이름으로 그린워싱되었다(이혜림, 2012-04-24).

출처: 이상복(2014-04-14)

[그림 10] 동양파워에서 배포한 삼척화력 1·2호기 설비배치도

한편 동양파워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주민동의서 수집 당시 사업부지

반경 2.9km 이내에 있는 남양동, 정라동, 근덕면의 2,323세대에 동의서를

징구하였다.13) 징구 범위에 정상동에 위치한 동양사원아파트가 포함되었

기 때문에 주민동의율은 96.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14) 설문 결과가

13) 정라동은 정상동과 정하동을 포함하는 행정동 명칭이다. 

14) 2015년 동양시멘트가 삼표시멘트에 인수됨에 따라 동양사원아파트의 명칭은 삼표(사원)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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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시민 의견을 대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설 찬성 측은

‘96.8%’라는 숫자를 강조함으로써 석탄발전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프

레이밍하였다.

“지금 발전소가 들어오는 자리가 46광구 광구에요. 그 광구가 광산을

하고 폐광이 될 지경이었어요. 폐광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원상복구를 하려면 돈이 몇 천억이 들어가요. 거의 한 7, 80년을

산을 다 깎아 먹었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발전소를 유치하려고… 제목을 뭐라 붙였냐면 ‘친환경 발전소’, 석탄화력

발전소라는 얘기 일절 없어요. 친환경 발전소라 해서는 강원도에 승인을

신청해요… 지역 1km 반경 내에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해서 동

양의 패밀리들뿐이에요. 그분들한테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는 허가를 신

청했어요… 그 사람들이 찬성을 한 게 97%라는 이야기에요. 그걸 가지

고 삼척시민 97%라고 하면 안 되죠.” (피면접자F)

2) 맹방해변 하역부두 시설 부지를 둘러싼 갈등

2013년 동양그룹 사태의 영향으로 9월 30일 동양파워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SK가스,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

에너지 등 8개 기업은 동양파워 인수를 위하여 경쟁전을 벌였다(최용혁,

2014-04-14). 2014년 9월 22일 포스코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지분 100%를

취득함으로써 삼척화력 사업허가권을 인수하였다(김병욱, 2014-09-22).15)

이어서 포스파워는 2015년 2월부터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를 개최하며 사업 설명을 지속하였다. 또한 삼척시 건설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사업설명회를 진행하여 석탄발전사업과 지역 건설경기와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전제훈, 2015-09-17).

포스파워의 사업인수 과정에서 ‘친환경 화력발전소’가 석탄화력발전

사업임을 인지한 시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2014년 10월

30일 삼척시번영회 소위원회와 오분동, 적노동, 근덕면 상맹방리 등 7개

트로 변경되었다.

15) 동양파워는 인수과정에서 포스파워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2014년 12월 8일 발전사업변경 허

가를 받았다(박지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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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대표들과 농어민 대표들은 포스파워삼척화력발전공동대책위원

회(이하 ‘포스파워대책위’)를 출범시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황만진,

2014-10-30). 포스파워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삼척화력 1·2호기에 대한

지역 내 찬반 갈등이 표면에 드러났다. 주민들의 대립과 민원이 지속되

자 삼척시의회는 2015년 3월 포스파워에 해안침식과 환경오염에 대한 구

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황만진, 2015-03-17).

“우리가 포스코에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요. 삼척시하고 강원도하고

허가를 종용하겠다면 화력발전소 말고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라 LNG

를 하던지, 우리 호산 원덕에 LNG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LNG를

하던지 지금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열병합으로 해라.

우리는 반대를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삼척시 경제도 살리고 발전소를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화력에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고 계속 종용을 했어요. 그

런데 이 친구들은 계속 화력을 주장 하는거에요… 그렇게 계속 싸우면서

1차적으로 LNG로 가라 두 번째는 정 화력발전소를 하고 싶다면 원덕으

로 가라. 우리가 양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피면접자F)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

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자와 반대 주민, 찬반 주민들 간 의견 대

립은 더욱 팽팽해졌다. 해수부는 주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설명회와 간

담회를 개최하였지만, 주민들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공방전 끝에

2015년 8월 12일 해수부는 맹방해변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

다. 해안침식 저감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포스파워는 해역이용협의에 난

항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해역이용협의를 종결하지 못하면서 포스파워

는 2016년 7월 공사계획인가 기한을 연장 신청하였다.

해역이용협의에 어려움을 겪자 포스파워는 맹방해변 대신 남부발전

의 호산항을 석탄하역부두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남부

발전은 항만시설 용량과 운송차량 혼잡으로 인한 민원을 이유로 공동사

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황만진, 2016-10-28). 포스파워는 맹방해변 석탄

하역부두를 다시 추진하였지만, 연장된 공사계획인가 기간 내에 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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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말 삼척상공회

의소(이하 ‘삼척상의’)와 삼척시는 산업부에 인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

다(홍춘봉, 2016-11-24). 인가 기한이 2017년 6월 30일로 연장되면서 포

스파워는 사업 추진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2. 정책하위체제

1) 찬반 행위자와 신념체계 및 이해관계

친석탄 에너지 정책 시기의 행위자들은 간담회, 설명회, 성명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출하는 데 집중하였다. 공식·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찬반 여론을 형성하였지만, 응집력을 갖춘 옹호연합이 형성되지는 않았

다. 또한 주요 쟁점이 화력발전소 건설과 맹방해변 이용 여부였기 때문

에 각 행위자들의 입장은 찬성 또는 반대에 머물렀다.

건설 찬성 측은 시의회, 삼척상의, 삼척시연합번영회, 지역 건설·레미

콘 기업,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2014년까지 삼척시장으

로 재임한 김대수 전 시장의 영향으로 지자체는 일시적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지하였다. 이들은 소속 단체, 직업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경제

적 이해관계를 보였다. 지역 기업과 경제·사회단체의 경우,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건설용역, 요식업과 임대업 활성화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김대수 전 시장과 시의회는 원전 사업과 화력발전

소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복합에너지거점’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

치적 이해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 측 행위자들

은 화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건설경기와 지역 소비경제를 활성해야 함

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는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정책적 가치가

내재한다. 이에 따라 찬성 측 행위자들은 이행방안으로서 ‘발전소 조기

착공’을 요구하였다(황만진, 2015-10-26). 따라서 찬성 측은 신념체계에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반대 측에는 삼척시번영회 소위원회, 사업부지 인근 마을 주민

이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였다. 나아가 화력발전소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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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포스파워대책위를 발족함으로써 반대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방안

을 요구하였다. 찬성 측과 마찬가지로 반대 측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행위자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맹방해변 인근에 리조트와 해양레저

시설을 구상하던 관광업체는 침식과 해양생태계 영향을 우려하며 석탄하

역부두시설 공사를 반대하였다(전제훈, 2015-08-11). 그러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지역 환경과 주민 및 미래세대 생활권 보호’라는 정책적 가치

를 추구하는 행위자도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찬성 측과 차이를 보인다.

반대 측은 석탄발전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상업 운전 이후

발생할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부지 외곽이전’, ‘맹방해변 해안침식 대책

마련’, ‘LNG 사업 전환’을 이행방안으로 제시하였다(홍성배, 2015-01-16;

황만진, 2016-01-21).

2) 찬반 측 전략과 정책중개자

찬반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

여 여러 자원과 전략을 동원하였다. 특히 찬성 측 행위자들은 건설경기

파급효과와 주민동의율 96.8%를 강조하여 석탄발전 사업을 지역 숙원사

업으로 틀지었다. 이에 더하여 삼척시연합번영회를 비롯한 찬성 측 행위

자들은 산업부에 포스파워 조기 착공 및 인허가 촉구 건의서를 전달함으

로써 건설 옹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반대 측의 경우, 행위자들은 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환경훼손 방지와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발전소 부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처

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시장 교체 이후 지역 여론이 삼척 탈핵운동에 주목함에

따라 석탄발전 건설 문제는 부각되지 못하였다.

한편 해수부와 삼척시는 정책중개자로서 ‘환경오염 대 지역경제 활

성화’라는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였다. 해수부의 경우, 맹방해변 연안침식

관리구역 지정에 앞서 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

였다. 또한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맹방해변 지정 이유를 “맹방해변의

침식이 심각해서가 아닌 발전소 건설 이후 침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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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힘으로써 주민들의 우려를 줄이고, 환경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태도

를 보였다(에너지경제신문, 2016-04-25).

삼척시의 경우, 2014년 지방선거 후 시장이 교체됨에 따라 석탄발전

을 옹호하는 경향이 줄어들었다. 삼척화력 1·2호기에 대한 주민 간 대립

이 발생하자 지역 갈등으로 점화될 것을 우려하며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

였다. 김양호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해양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갈등 중재 의지를

드러냈다(홍성배, 2015-12-16). 그러나 최종적으로 2016년 11월 24일 산

업부에 포스파워 공사계획인가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중립적인 정책중

개자 역할에 한계를 보였다. 친석탄 에너지 정책시기 주요 쟁점과 정책

하위체제 분석 내용은 [표 8]과 [그림 11]로 정리하였다.

건설 찬성 측 건설 반대 측

주요 쟁점 화력발전소 건설과 맹방해변 석탄하역부두 부지 사용

정책

하위

체제

주요 행위자

시의회, 삼척상의,

삼척시연합번영회,

지역 건설·레미콘 기업,

김대수 전 시장

포스파워대책위, 삼척시번영회,

분동·적노동·근덕면 상맹방리

등 인근 주민 일부

신념

체계

정책적

가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환경 및 주민·미래세대

생활권 보호

입장 화력발전소 건설 찬성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이행

방안
발전소 조기 착공

사업부지 외곽이전

해안침식 대책 마련

LNG 사업 전환

이해관계

건설용역 및 임대업·요식업

활성화(경제적 이해관계)

복합에너지거점 정책 목표 달성

(정치적 이해관계)

농어업·관광 사업 영향

(경제적 이해관계)

전략 지역 숙원사업 프레이밍
피해 대책 마련 요구 및

이행방안 제시

정책중개자 김양호 시장, 해수부

[표 8] 친석탄 에너지 정책시기 주요 쟁점과 정책하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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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친석탄 에너지 정책시기 갈등 구조

제 2 절 탈석탄 에너지 정책의 출현(2017)

1. 석탄발전에 관한 정치·사회적 환경

1) 조직화된 찬반 운동과 맹방 해역이용 조건부 동의

2017년 3월 15일 국지적으로 반대 활동을 이어간 행위자들이 모여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반대범시민연대’)’를 출

범시켰다. 이로써 발전소 및 하역부두 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

물렀던 반대 행위자들의 주장은 발전소 건설 반대로 강화되었다. 나아가

삼척 탈핵단체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권 환경단체가 연대하

면서 1인 시위부터 단체 상경 집회까지 조직적인 반대 활동이 전개되었

다(배연호,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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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병철(2017-10-13)

[그림 12] 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공동 기자회견

반대범시민연대 출범 후 곧바로 찬성 측 행위자들은 ‘삼척화력발전

소 건설 찬성 범시민연대(이하 ‘찬성범시민연대’)’를 발족하였다. 찬성범

시민연대는 주민동의율 96.8%를 근거로 삼척화력 1·2호기 공사계획 인

허가 촉구를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삼척시환경단체연합회는 [그림 13]

과 같이 폐광산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발전소가 필요

하다는 논리로 발전소 건설을 촉구하였다. 삼척시의회의 경우, 2017년 4

월 10일 삼척화력 1·2호기 건설 조기 착수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함

으로써 건설 옹호연합 활동에 힘을 더하였다. 이로써 건설 찬성 측은 석

탄 화력발전소 건설 촉진을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옹호연합의

성격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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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동운(2017-09-14)

[그림 13] 삼척시환경단체연합회 건설 촉구 집회

한편 포스파워는 해안침식 저감대책 및 친수시설 조성계획 설명회를

통하여 맹방해변 친수시설, 사계절 풀장, 해상공원 분수 등 관광시설 설

치 계획을 발표하였다(삼척시의회, 2017). 해당 계획안을 기반으로 삼척

시와 포스파워는 2017년 4월 20일 5,680억 규모의 ‘해역이용협의 관련 지

역상생발전 MOU’를 체결하였다(삼척시의회, 2017).16) 김양호 시장이 맹

방해역이용안에 동의함에 따라 포스파워는 공사계획인가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반대범시민연대와 삼척핵반투위는 시청 관사 내

피켓 시위, 관내 집회, 기자회견을 진행함으로써 해역이용협의안 승인 무

효를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10월 12일 근덕면 상맹방1리 150가구는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라는 단체명으로 춘천

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포스파워 인허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김주

선, 2017-10-28).

16) 협약 내용에는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설치 1,100억원, 맹방해변 친수시설 조성 950억원, 지

역협력사업 투자 630억원, 발전소 직원 사택 건립 400억원,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사업 투자 

2,600억원, 지역업체 장비·자재·인력 우선 참여 등’ 지역 직·간접 투자내용이 포함되었다(김주

선,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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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삼척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도 같이 연대해서 그때 피켓 시

위를 했어요. 4월 20일날 통과되었다고 협의해주었다고 해서 3일 동안

출근할 때 삼척시청 현관을 통해서 시장이 출근을 하니까 8시부터 가서

지킨 거죠. 피켓을 들고 ‘철회하라’… 그렇게 해서 출근할 때 직접적으로

같이 반핵운동도 해온 사이고 우리가 반핵 시장을 선출하는 데 앞장 선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동지죠. 처음부터 서로 불편할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시

장이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 철회해라. 애들이 숨 쉬는 거 안 보이냐.

쟤네들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산다.” 그렇게 해서 시장한테 강력하게 항의

를 하고 3일 동안 했어요.” (피면접자C)

2) 중앙정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한편 지역 밖에서는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었다.17) 이에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다수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축소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였다(김나리, 2017-04-12). 특히 문재

인 후보는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공정률 10% 미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황

보은영 외, 2021).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삼척화력 1·2호기를

포함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는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었다.

당시 공정률 10% 미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삼척화력 1·2호

기’와 ‘당진에코파워’는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한

LNG 전환 대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대범시민연대는 5월 25일 ‘탈

석탄국민행동’ 출범에 연명함으로써 탈석탄 옹호연합을 형성하였다(박혜

미, 2017-05-25). 이후 7월 10일 산업부에서 삼척화력 1·2호기 공사계획

17) 2016년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하여 충남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각 3-21%, 4-28% 기여한다는 자료들을 공개하였다(황보은영 외, 2021). 한편 2016년 6월 국

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당진, 태안, 보령, 서

천 지역 상공에 석탄이나 유류 연소로 발생한 2차 미세먼지가 서울의 최대 2배 이상 높다는 결

과와 함께 화력발전소와 정유 시설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전준상,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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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기한을 12월로 연장하자 탈석탄 옹호연합은 성명서 발표, 청와대

앞 시위 등으로 사업 백지화 운동을 펼쳤다(당진환경운동연합, 2017; 박

준영, 2017-07-11). 지역 및 전국 수준 행위자들의 연대로 탈석탄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건설 옹호연합과 탈석탄 옹호연합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되

었다.

옹호연합 간 갈등과 긴장 속에서 2017년 12월 14일 산업부는 ‘LNG

사업 여건 부적합, 지자체와 주민의 원안 이행 요구, 매몰비용 보전 어려

움 등’을 이유로 삼척화력 1·2호기는 원안을 유지하고, 당진에코파워만

LNG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변국영, 2017-12-14).

삼척화력 1·2호기 원안이 유지됨에 따라 탈석탄 옹호연합의 지역 구심점

이었던 반대범시민연대는 동력을 잃었고, 재정난을 비롯한 어려움을 겪

으면서 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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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하위체제

1) 각 옹호연합 행위자와 신념체계 및 이해관계

찬반 측 행위자들은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전 시기보다

분명한 대립각을 보였다. 나아가 같은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지역 내 또

는 지역 밖 행위자들과 연대함으로써 건설 옹호연합과 탈석탄 옹호연합

을 형성하였다. 건설 옹호연합은 지역 건설 및 레미콘 기업과 삼척시연

합번영회, 삼척상의, 삼척시환경단체연합회 등 관변단체와 시의회가 연대

함으로써 형성되었다. 건설 옹호연합의 구심점인 찬성범시민연대는 건설

촉구 운동을 주도하였다. 한편 친석탄 에너지 정책시기에서 정책중개자

로 나섰던 김양호 시장은 맹방해역이용안에 동의하면서 건설 옹호연합

행위자로 편입되었다.

건설 옹호연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가

치에 따라 삼척화력 1·2호기 사업의 LNG 전환을 반대하였다. 또한 이행

방안으로 ‘공사계획인가 승인’과 ‘발전소 조기 착공’을 요구하였다. 이처

럼 건설 옹호연합의 행위자들은 같은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동시에 삼척

화력 1·2호기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를 보였다. 정

치 행위자인 시의회와 김양호 시장의 경우, 석탄발전 사업을 통하여 세

수와 지원금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지

역 기업들은 건설 용역과 임대업·요식업을 통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

을 기대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오분동·적노동·근덕면 상맹방리 등 발전소 부지 인근 주민들과

연대하여 반대 운동을 주도한 반대범시민연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LNG 전환 여부가 논의됨에 따라 의제를 발전소 건설 반대에서 탈석탄

으로 확장하였다. 이와 아울러 전국 수준 탈석탄 조직인 탈석탄국민행동

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로써 탈석탄 옹호연합은 지역 행위자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등 전국 수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

되었다. 탈석탄 옹호연합 행위자들은 환경 및 주민·미래세대의 생활권

보호라는 정책적 가치를 바탕으로 ‘탈석탄’과 ‘삼척화력 1·2호기 LNG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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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주장하였다. 또한 삼척화력 1·2호기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LNG

사업으로 전환하는 이행방안을 요구하였다.

탈석탄 옹호연합은 크게 삼척화력 1·2호기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환경과 생활권을 지키려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활동하는 행위자와

생계 활동 피해, 자연자원 이용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전자는 오랜 기간 지역 환경보호

와 탈핵 운동에 참여한 지역 행위자들로 경제적 보상보다 ‘환경 및 주

민·미래세대 생활권 보호’라는 정책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 탈석탄을 주

장하였다. 또한 전국 수준 환경단체와 탈석탄 조직과 연대함으로써 지역

내외로 탈석탄 운동을 추동하였다. 후자의 경우, 석탄하역부두가 건설되

는 맹방해변 인근에서 농어업 활동 또는 관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지

역 행위자들에 해당한다. 이들은 생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 이후에도

자연자원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불만을 표출하였다.

2) 각 옹호연합의 전략과 정책중개자

건설 옹호연합은 이전과 동일하게 주민동의율 96.8%를 강조함으로써

삼척화력 1·2호기를 삼척 시민의 염원 사업으로 틀짓는 프레이밍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청와대, 광화문 등 여러 지역에서 수십 차례 건설 촉구

집회를 전개하였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LNG 전환

검토에 맞서고자 2017년 9월부터 3개월간 발전소 조기 착공에 관한 청와

대 국민청원을 진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시의회는 삼척화력 1·2호기 조

기 착수 촉구 성명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공조하였

다. 건설 옹호연합의 활발한 집회 활동과 시의회의 정치적 공조는 언론

과 중앙정부에서 삼척화력 1·2호기 사업을 지역 숙원사업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심층 면접에서 피면접자 일부는 포스파워의 금전

적인 뒷받침 속에서 건설 옹호연합의 상경 집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문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찬성 팀은 어떤 대책위가 결성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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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포스파워 울타리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경

제인들… 간단한 예로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이권이 개입이 되는 사람

들… 차량을 갖고 있다든가 기계 부품을 갖고 있다든가 공사면을 갖고

있다든가 철물점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이 회사가 들어와서 4조

정도의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분들이 관여를 했어요. 관여를 하는 중에 일부는 용병들이 들어있었어

요… 공사 인허가하기 바로 직전까지 올라갈 때마다 10대 이상 올라갔어

요. 저희도 같이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면 정부청사에서

평가회를 한다, 화력발전소 제6차 한다고 할 때마다 올라갔으니까 우리

가 한 10명 올라가면 그 쪽은 한 200명씩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

이에요. 올라가면 보도진이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와 삼척에서 엄청

나게 찬성하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시각적으로는… 정말 여기 와서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지. 서울에서 보는 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

리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싶어도 경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피면접

자F)

탈석탄 옹호연합은 전국 수준 환경단체와 탈석탄 조직과 연대함으로

써 네트워크를 지역 밖으로 확장하였다. 발전소 건설로 인한 생업 피해

에 초점을 둔 주민부터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문제를 다루는

환경단체까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이 참여함에 따라 옹호연

합의 규모와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 상경 집회를 진행

하여 중앙정부의 탈석탄 정책 이행과 LNG 전환 결정을 촉구하였다. 다

른 한편으로는 해역이용협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업자와 지

자체 간 협의가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음을 드러내었다. 또한 건

설 옹호연합의 96.8% 프레이밍에 맞서고자 삼척 시민 1,191명을 대상으

로 설문하여 54.1%가 삼척화력 1·2호기 사업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음을 주장하였다(김정수, 2017-12-14).

두 옹호연합의 갈등이 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의

를 시도하는 정책중개자는 부재하였다. 산업부는 삼척화력 1·2호기의

LNG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옹호연합의 의견을 청취하였지

만,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한계를 보였다. 이전 시기 정책중개자였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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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시장이 건설 옹호연합에 편입됨에 따라 지역 안에서도 옹호연합들

간 긴장을 해소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할 정책중개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설 옹호연합 탈석탄 옹호연합

주요 쟁점 삼척화력 1·2호기 사업 LNG 전환

정책

하위

체제

주요 행위자

찬성범시민연대, 시의회,

삼척상의,

삼척시환경단체연합회,

지역 건설·레미콘 기업,

포스파워

반대범시민연대, 삼척핵반투위,

탈석탄국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오분동·적노동·

근덕면 상맹방리 등 인근 주민

일부 등

신념

체계

정책적

가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환경 및 주민·미래세대

생활권 보호

입장 원안 이행 및 LNG 전환 반대 탈석탄 및 LNG 전환 찬성

이행방안
공사계획인가 승인

발전소 조기 착공

건설 계획 취소

LNG 사업 전환

이해관계

건설용역 및 임대업·요식업

활성화(경제적 이해관계)

지역 세수 확보 및 지역발전

지원금(정치적 이해관계)

농어업·관광업 생계 활동 피해

및 자연자원 이용

제한(경제·사회적 이해관계)

전략

지역 숙원사업 프레이밍

외부 세력 동원 및 상경 집회

전개

탈석탄으로 의제 확장

전국 수준 환경단체 및 탈석탄

조직과의 연대

상경 집회 및 인허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

정책중개자 -

[표 9] 탈석탄 에너지 정책 출현시기 주요 쟁점과 정책하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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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탈석탄 에너지 정책의 출현시기 갈등 구조

제 3 절 탄소중립과 탈석탄 에너지 정책(2018년 이

후)

1. 석탄발전에 관한 정치·사회적 환경

1) 탈석탄 운동의 새로운 국면과 삼척우체국 앞 피켓시위

2018년 1월 11일 산업부는 삼척화력 1·2호기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19일에 공사계획을 최종 인가하였다. 이러한 결정

에 따라 탈석탄 옹호연합의 구심점이었던 반대범시민연대는 추진 동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

대투쟁위원회(이하 ‘삼척석탄반투위’)’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삼척석탄반

투위는 인허가 취소 소송을 위하여 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환경재단

등의 전국 수준 환경단체와 연대함으로써 총 785명의 시민소송단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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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배연호, 2018-01-29; 녹색법률센터, 2018). 시민소송단에는 삼척

시민 611명, 동해 시민 83명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발전소 문제가 지역

안에서 확산함에 따라 다수의 시민이 탈석탄 옹호연합 활동에 동참하였

다. 이러한 연대를 바탕으로 2018년 3월 30일 삼척석탄반투위는 포스파

워의 대주주 KDB산업은행을 상대로 ‘금융주선행위 등 금지 가처분 신

청’,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해당 소송 건은 2017년 10월 12일 근덕면 상맹방1리 주민들이 제기한 소

송 건과 통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18)

출처: 녹색법률센터(2018)

[그림 15] 삼척화력 1·2호기 건설 저지를 위한 시민소송단 소장접수

2018년 8월 삼척화력 1·2호기 착공이후 건설 옹호연합은 일시적으로

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포스파워를 압박하였다. 이들은 지역 기업

18) 2019년 2월 재판부는 원고 측 동의자 중 삼척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지인 90명을 원고 지위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삭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해당 소송 건은 기각 처리되었지만, 상맹방 

주민을 비롯한 탈석탄 옹호연합은 삼척화력 1·2호기 공사중지 가처분을 새롭게 신청하며 법정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김상룡, 2019-04-27; 삼척동해신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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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할당된 공사량이 현저히 부족함을 지적하며, 지역 기업의 참여를 늘

림으로써 석탄발전으로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

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김정호, 2019-06-11). 나아가 삼척 도계리 주민

들과 시의원은 도계에서 생산하는 무연탄을 삼척화력 1·2호기 연료로 사

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림 16]은 건설 옹호연합의 발전소 건설 중단

촉구 집회 모습을 보여준다.

출처: 김정호(2019-06-11)

[그림 16] 건설 옹호연합의 삼척시청 앞 건설 중단 촉구 집회

다른 한편에서 탈석탄 옹호연합은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부지에

위치한 안정산동굴2의 보존을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2018년

8월 발전소 부지에서 안정산동굴1, 11월 안정산동굴2가 발견됨에 따라

민간합동조사단은 세 차례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이형진, 2019-01-25).

보고서에서는 안정산동굴2가 문화재 ‘나 등급(시·도지정문화재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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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굴)’ 이상의 학술·자연유산적 가치가 큰 동굴로 평가하였다. 하지

만 “발파진동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훼손 정도가 크지 않다”

는 평가와 함께 공사 중단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논란

을 일단락시켰다(박기용, 2020-05-08; 김한솔, 2020-05-14).

“발견이 되고나서 조사가 세 번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초조사 같은

거였고, 그 이후에 기초학술조사가 있었고 문화재랑 민간연구소랑 같이

하는 조사까지 해서 총 세 차례있던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세 차

례 조사 끝에는 이 동굴이 ‘나 등급’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이 담겨

있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 차례 모두 본조사는 아니었어요.

본 조사를 해야지 가 등급, 나 등급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런 게 없었

어요. 2020년 3월 이후로 여태 본조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니까…”

(피면접자G)

2) 맹방해변 해안침식과 불법 공사로 재점화된 갈등

2020년 8월 블루파워의 석탄하역부두 불법 공사와 맹방해변 해안침

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옹호연합 간 갈등이 다시 촉발되었다.19) 석탄

하역부두 공사 중 맹방해변이 지속해서 침식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에 따라 블루파워는 백사장 모래가 유실된 부분을 메우는 양빈 작업을

진행하였다. 양빈은 해안을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수

부 연안시설 설계기준에 따라 해변과 흡사한 모래를 사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블루파워는 테트라포드(방파제) 설치 작업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양빈 모래로 사용하였다.20) 불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한 환경

단체와 상맹방 주민들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블루파워는 햇빛에서 말

리면 해변 모래와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반론을 제시하였다.

19) 삼척포스파워는 2020년 삼척블루파워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0) 준설토는 못, 하천, 바다 등의 바닥에서 파낸 흙이나 모래이며 골재와 오니, 뻘 등 사토를 포

함하고 있다. 맹방해변 하역부두는 파도가 높은 동해안에 설치되기 때문에 포스파워는 외항방파

제 설치를 위하여 바다 모래, 자갈 등을 준설한 다음 돌바닥에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

는 공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때 발생한 준설토는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해야 하지만, 블루파워는 이를 양빈 작업에 사용한 사실이 환경단체와 주민들에 의하여 적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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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준기(2020-08-27)

[그림 17] 준설토 사용으로 오염된 바닷물 색깔(2020년 8월경 촬영)

이러한 문제는 10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맹방해변의 불량 양빈 모래 문제를 지적하면서 언론과 여

론의 주목을 받았다(국회사무처, 2020). 또한 공사 이후 조류가 바뀜에

따라 해안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의 지적과 언

론의 질타 속에서 2020년 10월 12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산업부에

다음 내용의 블루파워 해상공사 중지요청서를 전달하였고, 산업부는 블

루파워에 12월 31일까지 아래 1, 2번 사항을 이행하고 1단계 침식저감시

설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1. 제작장 외 항만공사 즉시 공사중지 조치

2. 준설토 즉시 회수와 양빈용 모래 적치장 원상 복구

3. 동해안 전반적 해양환경 변화를 고려한 침식 저감 대책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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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1년 3월 4일 블루파워는 산업부, 원주지방환경청, 삼척시를

대상으로 ‘침식저감시설 설치 완료 보고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불법

공사로 인한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겪은 주민들이 보고 대상에 제외되

면서 또다시 논란이 발생하였다(녹색법률센터, 2021). 이에 따라 4월 1일

산업부는 비공개 주민 토론회를 추진하였지만, 관련 회의자료는 모든 시

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공사가 중단되는 동안 건설 옹호연합은 적극적으로 공사 재개

촉구 활동을 전개하였다. 블루파워 현안대책위원회, 삼척발전 청년위원

회, 삼척시레미콘협회 등 지역 건설업체와 사회경제단체는 삼척시민사회

경제단체를 구성하여 집회, 성명서와 청원서 전달 같은 활동으로 공사

재개를 촉구하였다(경계영, 2021-04-12). 공사 인부를 대상으로 숙박시설

및 식당을 운영하던 상맹방1리 주민 일부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사를 재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탈석탄 옹

호연합과 긴밀한 연대 관계를 맺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반감을 표하며 신속한 공사 재개를 요구하였다.

출처: 경계영(2021-04-12)

[그림 18] 건설 옹호연합의 청와대 앞 공사 재개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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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재개 여부가 쟁점화된 가운데 탈석탄 옹호연합 행위자들은 석

탄하역부두 시설의 돌출된 제방(이하 ‘돌제’) 축조 공사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사석과 석회석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21) 탈석탄 옹호

연합에 의하면, 블루파워의 시방서에서 규격석 크기가 0.015-0.03㎥(직경

30-38cm)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공사에서는 규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사석들이 사용되었다. 탈석탄 옹호연합과 블루파워 간 긴장 속에서 2021

년 3월 29일 시청 관계자와 탈석탄 옹호연합 행위자들이 현장 검증을 진

행한 결과, 실제로 규격과 다른 사석들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박수

현, 2021-03-29).22) 이에 따라 탈석탄 옹호연합 행위자들은 언론을 통하

여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였고 해수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삼척시

등 관련 부처에 사업 취소 명령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소

관 업무가 아니거나 취소 권한이 없음을 밝히며 문제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15일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부, 해수

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척석탄반투위를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하였

고, 이후 4월 22일 제15차 당정청회의에 따라 침식저감시설 검증위원회

(이하 ‘검증위’)가 구성되었다(김지성, 2021-06-25).

“각 지역에서 MBC, KBS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생방송 인터뷰 몇 번

방송 했어요. 그렇게 부실공사한 건 완전히 공개되었어요. 그걸 갖고 환

경청에 가서 부실공사인지 물어봤죠. 자기네는 판단할 수가 없대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해수청에 가보래요. 해수청에 갔더니 자기네

들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해수청은 그 공사의 시방서,

설계도서를 받아서 공사 인가를 해준 기관이에요. 취소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부실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부실공

사가 발생한 것은 누구나 다 확인이 되었는데 어느 정부기관도 판단해주

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관계 기관들을 모두

모이도록 했어요. 산자부, 환경부, 환경청, 해수청 우리도 오라고 했고 그

21) 해안에서 수직으로 뻗어나온 제방을 돌출된 제방을 뜻하며 ‘돌제’로 칭한다.

22) 비규격석과 석회석, 모래 등으로 제방을 축조하는 경우 해수 유통이 안 되어 유기물이 오염되

고 썩을 수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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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해서 검증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위원회의 판단에 따르자고 한

거에요.” (피면접자C)

검증위는 산업부, 원주지방환경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전문가를

2명씩 위촉하여 구성한 운영위원 6명과 참관인 9명으로 구성되었다. 참

관단에 주민 2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탈석탄 옹호연합에서는 검증위에

공사 취소 이유와 타당성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 국장이 검증위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운영위원 6명에게

위임하였고 총 세 차례 진행된 모든 검증위 회의에서 참관단이 배제되었

다.23) 밀실논의 끝에 6월 23일 검증위는 침식저감시설의 기능에 관하여

는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침식저감시설 돌제 사석 가운데 일부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는 내용을 담아 검토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하였다(김한솔, 2021-06-25).

이로써 2021년 6월 25일 8개월만에 공사가 재개되었고, 탈석탄 옹호연합

에서는 검증위의 검증 결과가 부실함을 비판하며 공사 재개 결정 무효와

삼척화력 1·2호기 탈석탄 이행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국회와 삼척·동해

시 이철규 의원을 상대로 ‘에너지전환 지원법’ 통과를 요구함으로써 삼척

화력 1·2호기 탈석탄 운동을 지속하였다.

2. 정책하위체제

1) 각 옹호연합 행위자와 신념체계 및 이해관계

2018년 공사계획 인가 이후 탈석탄 옹호연합은 삼척석탄반투위를 중

심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삼척석탄반투위는 지역 내 삼척 탈핵운동가

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탈핵운동 시기에는 인허가 취소 소송이 주를 이

루었다. 삼척 원전 예정지 지정이 철회된 2019년 6월 이후 삼척석탄반투

위는 재정비 후 지역 안팎으로 탈석탄 연대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기

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환경재단, 초록교육연대와 같은 전국 수준 환

23) 검증위는 5월 26일, 6월 9일, 6월 16일 총 세 차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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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석탄을 넘어서, 탈석탄탈송전탑국토도보순례처

럼 여러 지역 행위자가 연대하는 연합체와 협력 관계가 만들어졌다.

다양한 행위자들은 ‘환경과 주민·미래세대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정

책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궐기대회, 퍼포먼스, 성명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한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과 국

민의 생존권 보장과 환경 보존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맹방해변 석

탄하역부두 시설 공사가 중단되는 동안 건설 승인 취소를 주장함으로써

탈석탄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이행방

안으로는 ‘공사 재개와 건설 승인 취소’, ‘에너지 전환지원법 통과’를 제

시하였다. 탈석탄 에너지 정책시기와 마찬가지로 탈석탄 옹호연합 행위

자들은 이해관계의 영향으로 연대하는 인근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와 무

관하게 신념체계에 따라 활동에 임하는 지역 내외 행위자로 구분된다.

삼척화력 1·2호기에 관한 이해관계를 보인 행위자는 상맹방1리와 오분동

에서 농업 또는 관광숙박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로 공사 과정에서 발

생한 피해를 호소하였다. 블루파워 측에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지

만 해소되지 않았고, 발전소 가동 후 발생할 피해를 예측함에 따라 탈석

탄 옹호연합에 연대하였다.

한편 건설 옹호연합은 발전소 착공 후 경제적 이익을 얻은 지역 건

설업체와 상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블루파워 현안대책위원회, 삼척

발전 청년위원회, 삼척시레미콘협회, 삼척시중장비협회 등 지역 건설업체

와 사회경제단체는 심착서민사회경제단체라는 임시기구를 만들어 상경집

회를 추진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지향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신념체계보다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옹호연합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건설 옹호연합은 주요

쟁점에 관하여 공사 재개라는 입장을 드러냈고, 산업부에 신속한 공사

재개 명령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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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옹호연합의 전략과 정책중개자

탈석탄 옹호연합은 사업 취소의 당위성을 찾기 위하여 안정산동굴2,

해안침식, 불량 양빈 모래, 비규격 사석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피면접자G에 의하면, 안정산동굴2의 보존 가치 공론화는

2015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 보호를 위하여 부결되

었던 사례를 참고하여 진행되었다.24) 나아가 매주 평일 삼척시 우체국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시내에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지역 안에

서 삼척화력 1·2호기 건설에 대한 문제인식을 확대하였다. 또한 전국 수

준 행위자들과 함께 전국 탈석탄 도보순례 활동을 전개하고, 언론 인터

뷰와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공론화하는 전략에 집중

하였다.

건설 옹호연합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역 행위자들의 경제적 피해

를 공론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들은 기계설비 임

대료 체납, 포스코에너지의 6억원 손실 등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였다. 또

한 여러 차례 상경집회를 추진함으로써 공사 재개를 촉구하였다. 이에

더하여 탈석탄 옹호연합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양이원영 의원을 공개

적으로 비판하며 지역 현안은 지역에서 풀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두 옹호연합 간 갈등은 다시 한 번 심화되었

지만, 이를 중재하는 정책중개자는 부재하였다. 2021년 불법공사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들이 감독과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양이원영 의원은 관련 부처를 소집하고 검증위를 구성함으로써

상황 중재를 시도하였다. 이후 검증위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공사 재개를 통보하면서 삼척화력 1·2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24) 2015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천연보호구역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형상변경안을 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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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옹호연합 탈석탄 옹호연합

주요 쟁점
맹방해변 석탄하역부두 시설 공사 재개 여부

및 삼척화력 1·2호기 탈석탄 이행

정책

하위

체제

주요 행위자

시의회, 지역 건설업체 및

경제단체, 블루파워,

삼척시민사회경제단체,

김양호 시장

삼척석탄반투위,

오분동·적노동·

근덕면 상맹방리 등 인근 주민

일부, 삼척상맹방1리대책위,

탈석탄탈송전탑국토도보순례,

석탄을 넘어서, 초록교육연대,

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환경재단, 양이원영 의원

신념

체계

정책적

가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환경 및 주민·미래세대

생존권 보장

입장 공사 재개 건설 승인 취소(탈석탄)

이행방안 신속한 공사 재개 명령

공사 재개 및 건설 승인

취소(탈석탄)

에너지 전환지원법 통과

이해관계

건설용역 및 임대업·요식업

매출 유지(경제적 이해관계)

지역 세수 확보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

(정치적 이해관계)

농업·관광숙박업 생계 활동

피해 및 자연자원 이용 제한

(경제·사회적 이해관계)

전략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역

행위자 경제적 피해 공론화

공사 재개 촉구 상경집회 전개

인허가 취소 소송

안정산동굴2 보존 가치 및

불법 공사 문제 공론화

지역 내 피켓시위 및 전국

탈석탄 도보순례 활동 전개

언론 인터뷰 및 토론회를 통한

현안 공론화

정책중개자 -

[표 10] 탄소중립과 탈석탄 에너지 정책시기 주요 쟁점과 정책하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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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탄소중립과 탈석탄 에너지 정책시기 갈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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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과 시사점

이 연구는 삼척화력 1·2호기를 둘러싼 정책환경과 시기별로 나타난

정책하위체제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석탄발전 에

너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삼척화력 1·2호기 갈등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전개되었고, 화력발전소 건설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중심질

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수정한 옹호연합모

형을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또한 석탄발전 에너지 정책 특징에 따라 시

기를 친석탄 에너지 정책, 탈석탄 에너지 정책 출현, 탄소중립과 탈석탄

에너지 정책시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책환경 측면에서 에너지 정책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에

너지 정책이 출현하기 전까지 석탄발전 친화적인 특성을 보였다. 특히

전력시장은 경제급전 방식인 CBP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이

전력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더욱이 2011년 9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여 예

비력을 확보하려는 제6차 전기본이 수립되었다. 지역적 측면에서 삼척시

는 세 차례 원전 유치계획을 무산시킨 경험이 있으며, 시내 중심부가 동

해시 석탄화력발전소 영향권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보건 피해 인식이 크지 않은 시기에 김대수 전 시장을 주축으

로 관변단체와 시민들은 LNG 제4생산기지와 삼척그린파워 종합발전단

지를 유치하였다.

이처럼 친석탄 에너지 정책 시기에 삼척화력 1·2호기는 석탄발전에

친화적인 정부 에너지 정책과 발전사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 분위기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석탄발전으로 인

한 환경·보건 영향과 맹방해변 해안침식을 우려한 일부 주민들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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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안을 요구하면서 건설 찬반갈등 구도가 형성되었다. 건설 찬성 측

행위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지향

했으며, 개인에 따라 발전소 사업에 대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

를 보였다. 반대 측의 경우, 환경과 주민·미래세대 생활권 보호라는 정책

적 가치를 지향하는 한편, 발전소 건설로 인한 농어업·관광 사업 피해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였다. 친석탄 에너지 정책시기에는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건설 찬반 여론이 일부 형성되었지만, 옹호연합처럼 응

집력을 가진 연합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건설 찬성 측은 사업계획 당시

발전소 부지 인근 주민들이 서명한 주민동의서를 근거로 지역 숙원사업

프레이밍 전략을 사용하였고, 반대 측은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사

업자에게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김양호 시

장은 정책중개자로서 갈등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효과는 미흡하였다.

탈석탄 에너지 정책이 출현한 시기에는 같은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행위자들이 연대함으로써 건설 옹호연합과 탈석탄 옹호연합이 형성되었

다. 특히 탈석탄 옹호연합은 지역 주민들이 삼척 탈석탄 조직과 전국 수

준 환경단체와 연대함으로써 활동 범위와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 이로

써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신념체계가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는 행위자들

이 나타났다. 옹호연합 간 갈등은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격화되었다. 건설 옹호연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가치에 따라 삼척화력

1·2호기 사업의 LNG 전환을 반대하는 반면, 탈석탄 옹호연합은 환경 및

주민·미래세대의 생활권 보호라는 정책적 가치를 추구하며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와 LNG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첨예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를 조정하려는 정책중개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12월 산업부의 삼척화력 1·2호기 원안 유지 계획이 발표되었고,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채 탈석탄 옹호연합 활동은 잠정 중단되었다.

탄소중립과 탈석탄 에너지 정책시기에 지역 행위자들은 탈석탄 운동

을 다시 이어나가고자 삼척석탄반투위를 설치하고, 전국 수준 환경단체

와 연대하여 법정 투쟁을 진행하였다. 탈석탄 옹호연합 행위자들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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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민·미래세대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정책적 가치를 공유하며

활동을 지속하였고,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신념체계에 따라 탈석탄을 옹

호하는 지역 행위자들이 존재하였다. 탈석탄 옹호연합 활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10월 산업부에서 맹방해변 해안침식과 불법 해상공사 피

해 복구를 목적으로 발전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건설 옹호연합은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다시 대립구도를 형성하였다. 건설 옹호연합은 표

면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신념체계를 지향하였지

만, 발전소 착공 후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한 지역 행위자들이 주를 이

루었기 때문에 신념체계보다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활동에 큰 영향을 미

쳤다. 갈등이 다시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

어내는 정책중개자는 부재하였다. 불법공사에 대한 탈석탄 옹호연합의

문제제기가 수용되지 않자 상황 중재 차원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검증위

를 구성하였지만, 이는 양측의 갈등과 긴장을 조정하는 데에는 기능적인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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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석탄 에너지 정책 탈석탄 에너지 정책의 출현 탄소중립과 탈석탄 에너지 정책

주요

쟁점
화력발전소 건설과 맹방해변
석탄하역부두 부지 사용

삼척화력 1·2호기 사업 LNG 전환 맹방해변 석탄하역부두 시설 공사 재개
여부 및 삼척화력 1·2호기 탈석탄 이행

정

책

하

위

체

제

입

장
찬성 반대 반대 탈석탄 및 찬성 공사 재개 탈석탄

주

요

행

위

자

시의회, 삼척상의,
삼척시연합번영회,
지역 건설·레미콘
기업, 김대수 전

시장

포스파워대책위,
삼척시번영회,

분동·적노동·근덕면
상맹방리 등 인근

주민 일부

찬성범시민연대,
시의회, 삼척상의,
삼척시환경단체연합

회, 지역
건설·레미콘 기업,

포스파워

반대범시민연대,
삼척핵반투위,
탈석탄국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오분동·적노동·근덕
면 상맹방리 등

인근 주민 일부 등

시의회, 지역
건설업체 및

경제단체, 블루파워,
삼척시민사회경제단
체, 김양호 시장

삼척석탄반투위,
오분동·적노동·근덕
면 상맹방리 등
인근 주민 일부,

삼척상맹방1리대책
위, 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환경재단, 양이원영
의원 등

신

념

체

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환경 및
주민·미래세대
생활권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환경 및
주민·미래세대
생활권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환경 및
주민·미래세대
생존권 보장

이

해

관

계

� 건설용역 및
임대업·요식업
활성화
(경제적이해관계)

� 복합에너지거점
정책 목표 달성
(정치적이해관계)

� 농어업·관광
사업 영향
(경제적이해관계)

� 건설용역 및
임대업·요식업
활성화
(경제적이해관계)

� 지역 세수 확보
및 지역발전
지원금
(정치적이해관계)

� 농어업·관광업
생계 활동 피해
및 자연자원
이용 제한
(경제·사회적
이해관계)

� 건설용역 및
임대업·요식업
매출 유지
(경제적이해관계)

� 지역 세수 확보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
(정치적이해관계)

� 농업·관광숙박업
생계 활동 피해
및 자연자원
이용 제한
(경제·사회적
이해관계)

전

략
� 지역 숙원사업

프레이밍

� 피해 대책 마련
요구 및 이행방
안 제시

� 지역 숙원사업
프레이밍

� 외부 세력 동원

� 탈석탄으로 의제
확장

� 전국 수준 환경

�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역 행위
자 경제적 피해

� 인허가 취소 소
송

� 안정산동굴2 보

[표 11] 삼척화력 1·2호기 갈등 사례의 시기별 주요 쟁점과 정책하위체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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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옹호연합을 구분하기 위하여 건설 옹호연합에 해당하는 내용은 음영 처리하였으며, 친석탄 에너지 정책시기에는 옹호연합이 출현하지 않았

기 때문에 건설 찬성 측의 내용을 음영 처리함.

·

정

책

중

개

자

및 상경 집회 전
개

단체 및 탈석탄
조직과의 연대

� 상경 집회 및 인
허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

공론화
� 공사 재개 촉구

상경집회 전개

존 가치 및 불법
공사 문제 공론
화

� 지역 내 피켓시
위 및 전국 탈석
탄 도보순례 활
동 전개

� 언론 인터뷰 및
토론회를 통한
현안 공론화

김양호 시장, 해수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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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시장,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탈석탄

을 요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 건설이 지속되는 이유를 정

책적·정책하위체제 측면에서 시사점과 해결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CBP 제

도에 기반한 경제급전 방식과 총괄원가보상 제도로 인한 석탄발전 고착

(lock-in)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전력시장은 변동비가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발전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CBP 제도에 기반하기 때문에 화력발전

소를 가동함으로써 민간발전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

다. 또한 발전사들은 송전선로 미비, 탈석탄에 따른 가동 중단 등 예외적

인 변수로 인하여 전력을 생산·판매하지 못하더라도 제약비발전 전력량

정산금(Constrained-OFF energy payment, COFF)으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들고, 2050년 탈석탄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발전사는 건설비, 운영비, 투자이익 등을 보전받음으로써 수익

을 내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민간발전사업자인 블루파워가 LNG 전환과

공사 중단 위기 속에도 사업을 유지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중개자의 부재로 인한 옹호연합 간 상호 적대화(devil

shift) 현상이 나타났다. 친석탄 에너지 정책시기에는 삼척시와 해수부가

정책중개자로서 갈등 조정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개의 시기에서는 두 옹호연합 간 대화와 협의를 이끄는 정책중개자가

부재하였다. 두 시기는 건설 옹호연합과 탈석탄 옹호연합 간 긴장과 갈

등이 첨예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쟁점별 갈등 지점을 이해하고 협의 공간

을 제공할 제3자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삼척화력 1·2호기 건설에 관한

쟁점을 숙의하는 공론장이 부재함에 따라 두 옹호연합 간 관계는 상호

적대화(devil shift)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언론에서는 삼척화

력 1·2호기 사업에 관한 지역 여론을 지역 정치인과 경제단체의 입장과

동일시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정책하위체제 측면에서도 두 가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지역

리더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지역 내 여론이 상황에 따라 발전소

건설 또는 탈석탄을 옹호하는 변동성이 나타났다.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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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사업에 관한 지역 리더의 입

장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리

더십이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의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황보은영 외, 2021). 그러나 탈석탄에

대한 지자체장의 입장이 변화함에 따라 삼척화력 1·2호기에 관한 쟁점들

이 지역 안에서 공론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탈석탄 옹호연합은 지

역 밖으로 관련 문제를 공개하고 공론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둘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신념체계만을 따라 활동하는 지역 행위

자가 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에서 지역 행위자들

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입장을 취한다. 또한 반대 측은 발전소 건설을

지역 현안으로 국한하고 보상범위, 보상금액, 절차와 같은 분배·절차적

정의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삼척화력 1·2호기 사례에서

탈석탄 옹호연합의 일부 지역 행위자들은 ‘환경 및 주민·미래세대 생활

권 보호’라는 신념체계에 따라 탈석탄과 발전소 건설 취소를 주장하였다.

이들의 확고한 신념은 석탄발전 에너지기술체계의 균열을 일으키고, 지

역 안에서 에너지 전환을 추동하는 동력원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신념체

계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보상금 같은 수단으로 합의점을 도

출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 옹호연합과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탈석탄

갈등이 온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과제가 제시된다.

첫째, 중앙정부와 국회는 경제 급전 대신 환경 급전을 도입하고 발

전단가 정산제도를 개정함으로써 민간발전사업자들이 스스로 석탄발전을

포기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특정 옹호연합의 주

장이 지역 전체 여론으로 프레이밍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갈등 조정에

앞서 타운홀미팅,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 행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

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리더십에게 의사결정권을 전임

하기보다 시민들이 숙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역 안에

서 관련 의제와 쟁점들을 공론화하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넷째, 탈석

탄을 전제한 중장기적 지역 발전 계획과 사업에 관한 논의의 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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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정부에서 탈석탄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함에 따라 삼척시는 탈석탄

이후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석탄발전과 원자력

발전 사업은 대부분 지역 경기가 정체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인

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 행위자들은 석탄발전이 아

니더라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에 우호적인 경향을 보인다. 반면

에 신념체계만을 따라 탈석탄 운동에 참여하는 지역 행위자들은 석탄발

전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탈석탄 이외에는 타협점을 찾기 어렵

다. 따라서 석탄발전에 관한 옹호연합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

호 이해관계와 신념체계를 고려한 중장기적 지역 발전사업이 요구된다.

매년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서부터 기후위기를 체

감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탈석탄의 필요성이 증

대되었고, 우리나라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시작으로

탈석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석탄발전을 뒷받침해온 제도, 산업,

문화, 인식 등의 사회적 요소들이 경로의존성을 보임으로써 탈석탄을 둘

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역에서부터 탈석탄을 요구

하고 경제적 보상 수단으로 타협하지 않는 행위자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환경보호와 개발이 대치되는 기존 갈등 사례와 차이가 있다.

탈석탄 시점이 2050년으로 정해짐으로써 삼척시는 삼척화력 1·2호기

에 기반한 경제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이후의 탈석탄 방향을 고민할 필요

가 있다. 과거 석탄채굴산업의 사양화로 경험하였던 경제 낙후화와 인구

공동화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 2 절 연구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바탕으로 삼척화력 1·2호기를 둘러싼 정

책환경과 정책하위체제를 분석함으로써 갈등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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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토대로 탈석탄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

이 지속되는 원인과 해결과제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삼척화력 1·2호기 정책하위체제에서 건설 옹호연합 내 지역 행

위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

다. 삼척화력 1·2호기 해상공사 후 건설 옹호연합의 활동이 잠정 중단됨

에 따라 관련 임시 조직이 모두 해체되면서 행위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하

기 어려워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였다. 또한 자료수

집 기간 중 건설 옹호연합의 하도급 비리가 두 차례 지역 언론에 보도됨

으로써 지역 행위자들이 심층면접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여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문헌연구와 지역 주민 면접 내용을 바

탕으로 분석하였으나, 관련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둘째,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여 삼척화력 1·2호기에 관한 정책환경과

정책하위체제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갈등양상의 변화,

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 행위자별 활동 범위들을 분명하게 기술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진행 중인 사례를 연구함에 따라 연구 후반부에 나타난 중앙

정부의 2050년 탈석탄 시점 선언, 건설 옹호연합의 하도급 비리 문제처

럼 정책환경 또는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 연구는 탈석탄에 관한 국내 사례

를 축적하고, 옹호연합모형을 이론적 틀로 사용함으로써 석탄발전에 관

한 정책환경과 정책하위체제의 인과적 구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옹호연합 행위자들의 역할과 옹호연합

내부에서 나타난 상호관계, 탈석탄에 관한 지역 여론의 변화 양상, 탈석

탄 대응책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

다.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이 연구가 탈석탄에 관한 난맥을 짚고 학문적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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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 우

리나라는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것이라 선언하였다. 탈석

탄 시류에 따라 충남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지역은 깊숙이 자리

잡은 석탄 의존형 경제구조를 전환하고자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고 있

다. 이처럼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경제, 사회, 문화적인 관성을 깨고

생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탈석탄 흐름과 달리 삼척시에는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 삼척화력 1·2호기가 예정대로 2024년

에 준공된다면, 발전소 평균수명인 30년을 못 채우고 폐쇄해야 하는 상

황이다. 매몰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소 건설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석탄에너지체계를 지탱해온 제도와 전력산업 구조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삼척시에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삼표 시

멘트 공장이었다. 공장 근처에 진입하자마자 주변이 눈에 회갈색 필터를

끼운 듯, 회갈색 선글라스를 낀 듯, 뿌옇게 보였다. 이에 더하여 동해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들이 해안선을 따라 자욱하게 펼

쳐졌다. 시멘트 공장과 동해시 발전소 모두 시민 60% 이상이 거주하는

시내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러한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탈석탄을 요구하는

지역 행위자들이 나타났다. 환경단체가 아닌 지역 행위자가 오로지 신념

체계만을 따라 탈석탄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갈등과 다른 삼척시 사례만

의 특징이다. 논문이 작성되는 중에도 탈석탄 옹호연합의 주축인 지역

행위자들은 평일 오후 5시마다 삼척 우체국 앞에 나와 피켓시위를 벌이

고 있다. 신념체계만을 따라 행동하는 행위자들은 보상금이나 지원책 같

은 물질적 보상으로 설득하기 어려우며, 궁극적으로 탈석탄을 이끌어냈

을 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삼척화력 1·2호기를 둘러

싼 갈등은 정책과 제도의 변화에서부터 갈등해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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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요 내용 비고

2011 11.4. SPC 동양파워 주식회사 설립

2012

1.20. (동양파워→삼척시) 삼척 친환경 화력발전소 투자 제안

2.14. (동양파워→삼척시의회) 삼척 친환경 화력발전소 투자사업설명

4.4.
(동양파워→삼척시의회) 삼척 친환경 화력발전소 MOU 동의 요

청

4.20. (동양파워→삼척시) 삼척 친환경 화력발전소 투자사업설명

4.24. (동양파워-삼척시) 삼척 친환경 화력발전소 사업 MOU 체결

7.10.
(동양파워→강원도) 삼척 친환경 화력발전소 사업 투자의향서

제출

7.25.
(동양파워→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화력발전소 건

설의향서 제출

9. -

10.

(동양파워)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

명회 개최

9.25. (동양파워→강원도) 일반산업단지 승인신청

10.15.
(삼척시→삼척시의회) ‘제6차 전기본 반영을 위한 삼척 지역 민

자발전사업 유치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출

10.23.

(삼척시의회→삼척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민자 발전사업

유치동의안 동의

동양파워, 동부발전삼척, 포스코에너지 가결(만장일치)

삼성물산, STX에너지 부결

10.25.
(동양파워→지식경제부) 주민동의서 및 건설의향서 평가자료 제

출

2013

2.25.
(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동양파워 삼척 친환경

화력발전소 계획 반영

7.5.
(동양파워) 발전사업자 허가 취득(전기사업법 의거),

설계 및 인허가 착수(전력사업촉진법 의거)

9.-

11.

(동양파워) 동양파워 법정관리 신청 및 포스코에너지 사업인수

착수

11.18. (동양파워→강원도) 일반산업단지 승인 철회 신청

2014

2.8. 발전사업자 변경: 동양파워→포스파워

8.29. (동양파워-포스코에너지) 지분 100% 양도 매매 계약

9.22. 포스파워 법인 출범

[부록 1] 삼척화력 1·2호기 사업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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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동양파워 상호명 포스파워로 변경

12.8.
(산업통상자원부→포스파워) 발전사업 변경 허가

- 공사계획인가 기한: 2016.12.31까지

2015

2.26.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4.20.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개최

8.12. (해양수산부) 맹방해변 연안침식 관리구역 지정

8.17. (포스파워→지식경제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반려

9.16.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설명회 개최

대상: 삼척지역 건설단체 관계자(건설·레미콘협회, 건설기계협

회, 안전장비 건자재 업체 등)

2016

5.12.
(해양수산부→포스파워) 맹방해변 침식예방을 위한 해역이용 협

의 보완 요구

5.25.
(중앙정부-포스파워-강원도 대표 전문가) 해역이용 협의 전문

가 회의

6.30.
공사계획인가 기한 만료

6개월 연장, -2016.12.5. 까지

7.9.
(포스파워→산업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기간 연장 신

청

10.13.
(포스파워)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항만시설(호산항) 이용 방안

추진

10.17. (삼척시)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지원단(TF) 구성

12.30.
공사계획인가 기한 만료

6개월 연장: - 2017.6.30. 까지

2017

1.16.
(포스파워→삼척시) 해안침식 저감대책 및 친수시설 조성계획

설명회 개최

4.20.
(포스파워-삼척시) 해역이용협의 관련 지역상생발전 MOU 체결

5,680억원 규모 직·간접 투자 협약 내용

6.30.
공사계획인가 기한 만료

6개월 연장: - 2017.12.30. 까지

2018

1.11. (산업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19. (산업부) 공사계획인가

8.1. 발전소 부지 착공

2020

4.16. 포스파워 사명 변경: 포스파워→블루파워

10.12.
(환경부→산업부→블루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맹방지역 항만시

설 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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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침식저감시설 완료까지 항만공사중지

불량 양빈준설토와 적치장 원상복구

1단계 침식저감 설치 이행 조치

2021

3.5.
(블루파워) 공사중지 해체 요청

사유: 1단계 침식저감시설 공사 완료

4.8.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삼척화력 1·2호기 항만시설 공사 재개 관

련 간담회

5.10. 맹방해변 항만시설 침식저감시설 불량사석 공사 적발

5. - 6.
삼척화력 1·2호기 침식저감시설 검증위원회 구성 및 회의 3회

개최

6.24.

(침식저감시설 검증위원회→원주지방환경청) 최종 검토의견 전

달

검토의견: “돌제 제체사석의 일부가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은 사

실이나, 돌제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6.25.
(산업부→블루파워) 항만공사 중지명령 해제 공문 발송

2021년 5월 기준 발전소 공정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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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flicts and

Challenges

Over Coal-fired Thermal Power

Plants in Samcheok, Korea

Youn, Hyew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expansion of power plants was regarded as natural because

coal power generation has been a baseload supporting the core

energy policies in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Accordingly,

there has not been a long time for debates in South Korea on coal

phase-out energy policy. However, as the air pollution due to coal

power generation is referred to public opinion, energy policies have

begun to change.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energy policies

and public opinions on coal power generation are rapidly changing,

there have been many conflicts being continued over the Samcheok

Thermal Power Plants 1 and 2 projects. In the conflicts ove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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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facilities including coal power plants, the main debates

have typically been regional issues such as compensation,

environmental pollutions, health risks, or damages in livelihood

activities. In contrast, the case of the Samcheok Thermal Power

Plants 1 and 2 projects involves coal phase-out as a major debate

beyond the local issues.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to

accomplish its goal of coal phase-out by 2050 under the demand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ivil society to complete coal

phase-out by 2050 or earlier. In domestic, however, there are no

sufficient studies on the coal phase-out issue in the situation of the

times when coal phase-out has become essential, not as an option, to

accomplish the goal of carbon-neutral by 2050. The coal power

generation energy polici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serve as the

backdrop of socially issued conflicts over new coal-fired thermal

power plant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environment for coal

power generation and Samcheok Thermal Power Plants 1 and 2,

afterward, it causally analyzed how the policy subsystem did interact

according to the energy policies related to coal generation. In the case

of the policy subsystem, it was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from the

time perspective such as 'pro-carbon energy policy', 'emergence of

coal energy policy', and 'carbon neutral and coal phase-out energy

policy', and the actor, belief system, and interest at the stake of the

advocacy association that appeared every period were analyzed. In

addition, it was able to structurally understand what strategies were

used to reflect their values in policy perspective or interes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al power generation in terms of

the energy policy became to take a high proportion of domestic

electricity production as a base power source with the introdu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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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BP system, which is an economic power supply method. In

addition, as a significant expansion of the facility reserve ratio of

coal-fired thermal power plants since the massive blackout on Sep.

15, 2011, the private power generation companies have actively

stepped into the coal power generation business with the expected

profitability. Under the circumstances, the former Samcheok Mayor

Kim Dae-soo and the city council actively promoted the Samcheok

Thermal Power Plants 1 and 2 projects at the regional level under

the name of regional economic vitalization and future growth engines.

In this environment of pro-coal energy policy, the conflicts over

Samcheok Thermal Power Plants 1 and 2 continued to form a

confrontation between the Construction Advocacy Coalition supporting

the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and the Coal phase-out Advocacy

Coalition demanding coal phase-out beyond opposition to power

plants. These two groups pursued different values in policy and in

order to reflect the values in their policies, they employed several

strategies, such as framing, gatherings in Seoul, lawsuits, and the

formation of out-of-region joint networks. The main value in the

policy of the Construction Advocacy Coalition was ‘activation of local

economy and creation of jobs’ and the construction of Samcheok

Thermal Power Plants 1 and 2 was recognized as projects that would

be a driving force of the local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coal

phase-out Advocacy Coalition expanded its agenda to coal phase-out

beyond the objection to construction, pursuing the value in the policy

of a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living rights of residents and

future generations’.

Since the emergence of the coal phase-out energy policy in 2017,

the movement against power plants construction, which formerly

required passive countermeasures such as relocation of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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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amage measures, has changed into a coal phase-out movement.

As a result, the Coal phase-out Advocacy Coalition was finally

formed around the regional and national-level actors who

systematically launch coal phase-out movements. Meanwhile, the

regional construction companies and ready-mixed concrete companies

as well as the socio-economic organizations, which advocated the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formed the Construction Advocacy

Coalition consisting and demanded the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by holding dozens of gatherings in Seoul. As the government decided

to proceed as the original plans in results of reviewing the LNG

conversion of Samcheok Thermal

Power Plants 1 and 2, the surface conflicts between the two

groups have faced a lull. However, the Coal phase-out Advocacy

Coalition expanded its joint network in and out of the region further

based on the values in the policy calle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right to survive of residents as well as de-coil. In

order to hinder the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they employed the

strategies such as filing a lawsuit for revocation of the business

licenses, publicizing the preservation value of Anjeongsan Cave 2

found within the power plant site and the issues related to the power

plant, and leading the cross-country walking trip movement for coal

phase-out. The driving factors of activities appeared differently by

the advocacy coalition in the belief systems and interests.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Advocacy Coali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related to the Samcheok Thermal

Power Plants 1 and 2 projects worked stronger than the belief

system. On the other hand, although some actors showed economic

interests in the case of the Coal phase-out Advocacy Coalition, it

was shown that there were the actors in the region who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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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ed their beliefs without special interests.

This study derived a total of four implications in terms of the

policy and sub-policy system through the case analyses. First, the

economic power supply method and general cost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the CBP system acted as the driving forces for the private

power generation businesses to maintain coal power generation

projects. Second, due to the absence of a policy broker who arbitrates

the conflicts and leads dialogue and consult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dvocacy Coalitions exhibited a tendency of devil

shift, which is mutually conversational. Third, due to a strongly acted

local leadership, the variability of local public opinions in supporting

either power plant construction or coal phase-out appear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Fourth finally, regardless of interests, local actors

who only follow the belief system appeared. Based on the

implications above, the following solutions are needed. Fir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policy environment in which the private power

generation businesses voluntarily give up the coal power generation

by introducing the power supply from the environmental perspective

rather than that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and by revising the

power generation unit price settlement system. Second, efforts are

required to comprehensively identify the opinions of local actors

through town hall meetings and social gatherings so as not to distort

the entire local public opinions. Third, a communication window that

can publicize the agendas and issues within the region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Fourth, it is necessary to have a public forum in

the region to discuss th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and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coal phase-out. As the timeline of

coal phase-out has been set to 2050, Samcheok-si needs to seriously

contemplate the direction of coal phase-out in the future rat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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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ing an economic effect based on Samcheok Thermal Power

Plants 1 and 2. At this point, various social factors such as policy,

market, finance, and industry are creating cracks in the coal power

generation energy technology system. Under such a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flicts and their solutions surrounding

coal power generation and to seek the measures to address them in a

sustainable direction.

keywords : Samcheok Thermal Power Plants 1 & 2, Advocacy

Coalition, Energy Transition, Coal Phase-out, Energy Policy, Carbon

Neutral

Student Number : 2020-2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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