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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동수 CEO님께 
 
지난 2012년 11월에 KOSEP로 크로아티아의 Plomin C coal 화력발전소에 관련된 메일을 보
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현재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메일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Zelena akcija (지구의 벗 크로아티아), Zelena Istra, 그리고 

Labin지역의 수많은 지역 거주민들은 KOSEP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환경
측면의 허가에 관련한 법적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케이스의 첫 번째 의견은 6월 19일에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불만사항은 그 프로젝트에 

중요한 도전으로 간주되었고, 그 진행상황을 매듭짓기 위한 HEP의 요청사항은 즉시 거부되
었습니다. 그 다음 의견은 2013년 10월 11일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높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한 크로아티아 공공기관에 고비용을 초래하여 화폐가치와 건강에 이득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 편지의 요점은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의 도움을 받아서 그린피스에 의해 진행된 

이번 봄 연구에서 매년 Plomin C를 위해 대외적으로 1억 2천 4백 8십만 유로가 쓰여질 걸로 

예상됨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KOSEP를 초청해 다른 지속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기술을 선택해줄 것을 부탁 드
리며, Plomin C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그만두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RWE는 Plomin C에 대한 가장 전략적인 투자업체로서 크로아티아 정부에 의해 소환 당했고, 

이미 프로젝트 진행을 멈춘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도 RWE처럼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상 크로아티아 미디어는 최근 off the record로 일을 진행하여 HEP에 접근해서 관계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KOSEP와 Edison은 이미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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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매우 기뻐할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주제로 

인해 접촉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rnard lycic 
지구의 벗 크로아티아 의장 
Bernard@zelena-akcija.hr
전화/팩스: +385 1 4813 096 
 
http://s3-eu-west-1.amazonaws.com/zelena-
akcija.production/zelena_akcija/document_translations/893/doc_files/original/greenpeace-report-
plomin-c_final.pdf?136758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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