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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신기후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최근 들어 잦아진 지진 발생 빈

도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와 같은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하여서 탈

석탄,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

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

침이다.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신규 설비 보급 필요한데, 이는 2030년까지 매년 현 보급추세

(연평균 약 1.7GW)의 두 배를 웃도는, 연평균 약 3.78GW의 신규 설

비가 보급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수용

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2016년 전국에서 허가가 

반려되거나 보류된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 3건 중 1건(37.5%)은 주민 

반발에 의한 것으로 집계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지역수용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낮은 주민수용성은 지자체

의 규제강화로 이어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낮은 주민수용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

역주민이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참여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REC 가중치 추가 부여, ‘SMP + REC 고정가격’입찰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소요자금 융자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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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동 인센티브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REC 가중치 우대 

효과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한계 수용성을 충족

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C 가중치 우대의 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추정하고, 이를 설문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도출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용의사액과 비교하여 정책의 유효 효과

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

전 사업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및 정책제언

덴마크,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

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으며 협동조합 등을 통한 

주민참여 모델이 일반화되어 있다. 시민 참여형 풍력 발전 사업 모델

을 선도해 온 덴마크의 경우 2002년에 이미 풍력 발전비중이 15%에 

달하였으며 설치된 풍력 발전설비의 약 40%가 지역 풍력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독일 역시 2012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 73GW 

중 주민발전소 비중이 약 46%(33.5GW)에 달하며, 2014년 기준 에너

지협동조합 수가 772개에 이를 정도로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정책

을 통해서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직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사업 사례가 많지 않으며 주로 직접 보상 형태

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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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과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상당수가 주민

반발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REC 가중치 우대, 생산 전력 우선 판매 지

원, 소요자금 융자지원 우대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시행중에 

있다. 동 인센티브 제도의 주요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 정도에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함으

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수용성을 개선하여 궁극

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동 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위하여서 설문 분석을 통하여 

실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에 대한 

수용의사액(기대수익률)을 정량적으로 도출한 후, 이를 REC 가중치 

우대 적용 후의 기대수익률과 비교해 본다. 

주민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평균적인 수용의사(Willingness to Accept, 

WTA)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를 사용한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진술선호 데이터를 

이용한 가치평가 기법의 대표적 방법으로서, 공공재, 비시장재와 같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무형의 재화나 기존의 방법으로 평가하기 어

려운 유형재화의 가치를 금전적 가치(monetary value)로 측정하는 경

제학적 방법론이다. 해당 방법론은 적용 초기에는 주로 환경재에 대한 

응답자의 효용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으나 방법론의 신뢰성과 타당성

이 입증되면서 효용의 측정이 어려운 유형재화로도 그 적용범위를 넓

혀가고 있다.

조건부가치평가 분석을 위한 진술선호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

집하며, 설문은 응답자의 신재생발전설비 주변 거주 여부에 따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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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반국민 대상 설문’과 ‘신재생발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 대상 설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행하였다. 이는 지역별 수용성 차이, 즉 전체 국

민들의 전반적인 수용성과 실제 신재생 발전설비 주변에 거주하는 주

민들과의 수용성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이 다양하

다는 점을 고려, 발전원별 수용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세 가지 발전설비 각각에 대한 수용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세 종류의 신재생 주민발전소에 대한 전국 대상 설문의 분석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균 기대수익률은 성별, 소득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수익률은 낮은 경향을 보여, 교육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재생 주민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투자 형태에 대한 특별한 선호가 없는 응답자

들이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으며(낮은 수용성), 다음으로 채권투자형태 

선호하는 응답자들, 주식투자형태 선호하는 응답자들 순서로 수용성이 

높았다. 최종적으로 신재생 주민발전소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평균

적인 기대수익률은 태양광 약 3.1%, 풍력 약 5.4%, 바이오매스 약 

7.1%로 추정되었다. 기대수익률이 낮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함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순으로 상대적인 수용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재생 발전설비 주변 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참여 기대수익률은 차례대로 각각 12.3%, 9.1%, 10.8%로 추

정되었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순으

로 신재생 주민발전소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국대상 설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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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순으로 수용성이 높았던 것을 고려해볼 

때, 실제로 국민수용성과 주민수용성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대상 설문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대상 설문 결과를 통해서 다

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신재생 발전설비 주변 

지역 거주민들의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설비 사업에 대한 수용성이 

일반 국민들의 수용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사

업 참여의향이 있는 비율은 태양광의 경우 전국 67.1% 주변 23.3%이

며, 풍력의 경우 전국 47.6% 주변 29.0%, 바이오매스의 경우 전국 

41.9% 주변 13.7%이었다. 둘째, 주민발전소 사업형태의 경우, 일반 국

민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채권투자 형태의 사업방식을 선호하는 반

면 신재생 발전설비 주변 거주민들은 특별한 선호가 없이 사업 자체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민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

업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태양광

(1MW 이상)과 풍력(3MW 이상) 발전소의 경우 주민참여 정도에 따라 

10 ~ 20%의 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철용 외.(2014)의 시뮬레이션 분석 조건 및 방법을 활용하여 REC 

20% 우대에 따른 수익률 증대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앞선 연구에서

의 발전소 전제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 시 태양광과 풍력 주민발전소의 

원금보장 연수익률을 각각 4.12%와 2.52%로 추정되였으며, 주민참여

에 따른 REC 20%를 추가로 부여할 경우 연수익률은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1.76%p, 1.4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발전사업자가 

REC 가중치 20%로 인한 추가 수익 전액을 참여 비중 20%인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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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에게 귀속시킨다면 태양광과 풍력발전 참여주민들의 연수익률은 

각각 8.8%p, 7.2%p씩 증가하여 12.92%와 9.72%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기대수익률 12.3%와 

9.1%를 상회하는 것으로,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가 지역 주민들의 수용

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2017년 6월 현재. 

주민참여형 설비 인증 및 신청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

가 모호하다는 점, 즉 REC 가중치 우대로 인하여 얼마만큼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는지를 일반 지역주민들의 경우 쉽게 가늠하기가 어렵다

는 점도 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주민수용

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설계 시에는 일반인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보상형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

구의 설문 응답자들이 선호한, 안정자산인 채권의 수익률이 국고채 3

년 기준으로 2017년 7월 현재 2% 이하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용의사액(기대수익률) 

12.3%와 9.1%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

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지원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서 정부는 지자체, 개발자, 지역주민들이 발전사업 초기부터 서로간의 

소통을 통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체계를 갖추도록 종합적인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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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necessity and purpose

Discussion on phase-out of coal and nuclear power is progressing rapidly 

due to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uch as a new climate 

regim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frequent earthquakes and 

serious air pollution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Renewable Energy 3020," which will promote aggressiv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increase its share of the energy mix to a target 

of 20% by 2030. To achieve this target, it is necessary to supply new 

renewable energy facilities equivalent to a capacity of 53GW by 2030, 

meaning that each year on average, new facilities with an annual capacity 

of about 3.78 GW, which is more than double the current supply trend 

(current annual supply average is about 1.7 GW), must be supplied until 

2030.

In order to achieve this aggressive goal, increasing public acceptance 

is considered an urgent task. In 2016, one of three (37.5%) photovoltaic 

and wind power projects in the country were rejected or held up, mostly 

due to local opposition. Low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leads to 

stronger regulations by local governments, making renewable energy 

projects more difficult to pursue.

To improve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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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Incentive System for Resident-Participatory Renewable 

Energy Projects” this year, which includes awarding an REC weight 

value up to 20%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rate of local residents 

i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jects, granting additional points in 

bidding on the SMP+REC fixed price, and priority loans for the required 

funds. For the incentive system to be effective, awarding residents with 

a preferential REC weight value must effectively obtain a marginal 

acceptance of the residents around a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plant.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economic effect of providing preferential 

REC weight values to residents through simulation analysis,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by comparing our estimate with the 

monetary amounts residents living around the power plant are willing 

to accept, which was quantitatively derived through survey analysi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attempt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effect of the incentive system for resident-participatory new and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Korea.

2. Main content and policy Proposal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Denmark, Germany (and other European 

nation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oc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s higher, and resident-participatory models through cooperative 

associations are generalized. In Denmark, which has been a leader in 

wind power business models around civil-participation, the pro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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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ind power generation reached 15% in 2002, and about 40% of its 

installed wind power facilities are operated by regional wind power 

cooperative associations. In Germany, the proportion of resident-participatory 

power plants to the total capacity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73GW) 

was about 46% (33.5GW) in 2012, and the number of energy 

cooperatives had reached 772 as of 2014. As such, Germany has found 

ways to gain local acceptance through policies that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However, in Korea, there have not been any cases of 

resident-participatory new and renewable energy projects, and the 

government has sought to gain local acceptance mainly through direct 

compensation.

In January of this year,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incentive 

policies for resident-participatory new and renewable energy projects, 

including providing a preferential REC weight value, priority purchase 

of generated power, and priority loans for the required funds, while many 

new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jects, such as those involving 

solar and wind power, are being delayed by local opposition. The main 

purpose of the incentive system is to award an additional preferential 

REC weight value up to 20%, thereby encouraging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improving regional acceptance, and ultimately expanding 

the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is policy, this study quantitatively 

estimated the monetary value of compensation residents were willing to 

accept (expected return) for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through a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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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compared it to the expected return after applying the 

preferred REC weight value.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as used to quantitatively 

derive the willingness-to-accept (WTA) payment for a new power plant. 

The CVM is a representative method of valuation techniques using stated 

preference data. It is a methodology in economics for measuring the 

monetary value of intangible goods that cannot be traded on the market, 

such as public and non-market goods, or the monetary value of tangible 

goods that are difficult to valuate through conventional methods. In the 

beginning of applying this methodology, it was used mainly to measure 

respondents' utility to environmental goods, but its application has been 

expanded to tangible goods whose utility is difficult to measure a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thodology have been proven.

The stated preference data for the CVM analysis a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The survey takes on two forms: "Questions for the general 

public nationwide" and "Questions for residents near a 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y". This is to identify differences in acceptance 

by region: i.e., to compare the acceptance of the entire population with 

the acceptance of residents living around an actual renewable energy 

facility.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we asked about three kinds of power facilities (solar, 

wind, and biomass) to identify any differences in acceptance according 

to type of renewable energy.

The results of our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average expected returns between sexe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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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income levels. On the other hand, as a respondent’s education 

level increases, the expected rate of return will be lower- respondents with 

higher education levels are more likely to accept resident-participatory 

renewable power plants than those with lower education levels. Those 

indifferent to the type of their investments the highest expected return 

(lower acceptance), followed by those who prefer bond-type investment 

and those who prefer stock-type investment (in that order). Finally, the 

average expected return desired by domestic consumers for a resident- 

participatory renewable power plant is 3.1% for solar power, 5.4% for 

wind power, and 7.1% for biomass power. A lower expected rate of 

return means a higher acceptance level, indicating that there is a higher 

preference for solar power, followed by wind power, and finally biomass 

power.

The results of our analysis of the questions for residents living in the 

vicinity of a renewable power facilit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expected returns of residents living near a solar power plant was 

estimated to be 12.3%, near a wind power plant 9.1%, and near a biomass 

power plant 10.8%, meaning that the preference of this sub-group was 

for wind power, biomass power, and solar power, in that order. 

Considering that acceptance in the national survey was higher and in 

the order of solar power, wind power, and biomass power, a significant 

difference can be seen between nationwide acceptance and acceptance 

by residents near such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national public survey and the survey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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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a renewable energy plant have some implications. First, the 

acceptance level (for resident-participatory renewable power generating 

facilities) of residents living around such plant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nationwide general public. For example, the rates of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a solar power project are 67.1%nationwide 

and 23.3% of local residents, 47.6% nationwide and 29.0% of local 

residents for wind power, and 41.9% nationwide and 13.7% of local 

residents for biomass. Second, if a new and renewable energy project 

is resident-participatory, the general public nationwide prefers a stable 

type of investment (bonds) for the project, while residents around 

renewable energy facilities have lower interest in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and have no specific preferences in their investment type.

In order to improve residents' acceptance, the government implemented 

an incentive scheme for resident-participatory renewable power plant 

projects in January this year. According to this scheme, an additional 

preferential REC weight value (ranging from 10% to 20%) will be 

award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resident participation for solar power 

plants (1MW or more) and wind power plants (3MW or more). In this 

study, we have used the simulation analysis conditions and methods of 

Cheolyong Lee et al. (2014) to estimate the effect of increase in 

investment return, given the awarding of a preferential REC weight value 

of 20%. In applying the same plant prerequisites in the previous study, 

the guaranteed annual return rates of investment for resident-participatory 

solar and wind power projects were estimated to be 4.12% and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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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Awarding an additional preferential REC weight value of 

20% to the resident-participatory solar and wind power investment will 

add 1.76%p and 1.44%p, respectively, to the return on investment with 

no additional preferential REC weight value. In this case, if a power 

generation company gives away the entire additional income under an 

REC weight value of 20% to local residents with a participation rate 

of 20% or more, the annual rate of return will increase by 8.8%p and 

7.2%p to 12.92% and 9.72%, respectively. This is more than the expected 

rate of 12.3% and 9.1% of residents living around such solar or wind 

power plants, showing that the government’s incentive scheme has the 

potential to garner the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However, as of June 2017, half a year after the incentive system had 

been implemented, there has been no applications for certification of a 

resident-participatory facility. There may be many reasons for this, but 

we presume one main reason i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incentive 

system is still unclear (that is, it is difficult for the average resident to 

estimate how much a preferential REC weight value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rate of return). Therefore, in the future, if the government 

designs an incentive policy to increase resident acceptanc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a form of compensation that can be easily and 

clearly understood by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bond yields, which are preferred by survey respondents in this 

study, are a mere 2% or less as of July 2017 (3-year Korean Treasury 

Bonds), a return of 12.3% and 9.1% (the willingness-to-accept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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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by residents living near a solar or wind power plant, is very 

high. Therefore, establishing a reasonable level of compensation for local 

residents is urgent.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platform for local governments, developers, and residents 

through communication from the initial stages of a power generation 

project, so that a scheme with an appropriate level of compensation can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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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20세기 후반 전세계적인 이슈로서 기후변화 문제가 부각된 이후, 신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 국가 에너지원 

다변화, 미래 에너지 시장 선점 등 에너지·환경 부문 내의 다양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크게 주목받아 왔다. 독일,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속가

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1987년 ‘대체

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

발 및 보급을 추진해 왔다. 에너지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통해 중장기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rif, FiT)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와 같은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

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2015년 말 기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6.61%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기후체제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잦은 

지진과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들로 인하여서 석탄화

력과 원자력 중심의 전원믹스에서 탈피하여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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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정부 역시 2030년까

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신재

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

는 2030년까지 총 5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보급이 필요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4GW/년으로 현 

보급 추세(약 1.7GW/년)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낮은 수용성 개선

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 꼽힌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장애요인

은 크게 기술, 금융, 법 제도, 그리고 수용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1)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격 하락으

로 그리드 패리티 달성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제성이 확보 되

면서 금융 조달도 점차 용이해지는 추세이며, 법 제도 등은 정부의 정

책적 의지에 따라 단기적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수용성은 다수의 사람들의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과 관련한 문제로 

단기간에 쉽게 개선이 어렵다. 

수용성은 다시 일반 ‘국민수용성’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수용성’으

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수용성’이다. 한 개인

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지 여부(국민수용성)와, 자신의 생활 주변 

지역에 풍력, 태양광과 같은 대규모 신재생 설비가 들어서는 것을 수

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주민수용성)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대

부분의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원전이나 석탄발전소에 비해 사회적 

지지도가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발전설비 입지 과정에서 

1) 이상훈, 윤성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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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갈등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은 앞서의 명제를 잘 

입증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정확

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 입안에 반영하는 작업은 향후 효과적인 신재

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전국에서 허가가 반려되거나 보류된 태양

광 풍력 발전 사업 3건 중 1건(37.5%)이 주민 반발에 기인할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주민들이 주변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원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음, 저주파, 

경관훼손 등이 꼽힌다. 그러나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를 반대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역주민

들에게 도움 되는 건 크게 없고, 수익은 외부 사업자가 챙겨가는 구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

인 소득증진을 통해 수용성 문제를 개선하는, 이른바 ‘주민참여형’ 신

재생에너지사업 모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독일, 미국, 덴마크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에서는 지역

소유, 마을기금, 보상 등의 형태로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모델이 이

미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 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참

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

하고, 태양광(1MW 이상)과 풍력(3MW 이상) 발전소에 한하여 주민참

여 정도에 따라 10 ~ 20%의 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인센티브 제도

2)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96 (검색일 17.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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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

도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유효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국민들

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

을 나누어서 신규 신재생주민발전소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을 점검하

고, 해당사업 참여에 따라 발생하는 기대수익에 대한 수용의사액

(Willingness to Accept, WTA)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여 국민수용성과 

주민수용성을 비교·분석한 후, 정부의 주민참여 인센티브 제도가 실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용의사액을 충족시키는 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국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용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본 연구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

련된 선행 연구와 함께 국내외 주민수용성 개선 사례를 고찰하고, 현

재 시행중인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인센티브 제도를 간

략하게 소개한다. 3장은 수용성 분석과 관련하여 분석방법론인 조건부

가치평가법과 설문 방법을 소개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연구의 핵

심인 4장에서는 정부의 주민참여 인센티브(REC 가중치 추가 부여)의 

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

의 수용의사액과 비교 분석하여 정책의 유효성을 진단해 본다. 마지막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신재생 주민발전소를 효과적으

로 보급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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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1.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

평가법을 활용한 수용의사액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해당 연구들의 특징과 한계점을 종합한다. 

해외 연구들 중에서 Rogers et al. (2008)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

지 사업을 연구 주제로 설정한 초기 연구들 중에 대표적인 연구이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왜 

참여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영국 지

역사회 내에 예정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점검하였다. 설문을 통한 질의와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s)을 통해 양적 및 질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

하였는데, 분석 결과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해당 

전력의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었으며, 주민

들은 천연자원 보존과 지역공동체의식 고취 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낮았으며, 많은 응답자들은 자신을 사업참여자보다는 의뢰인으

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본적인 주민수용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정부 지원

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널리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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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tken (2010)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창출하는 것

임을 지적하고, 실제 영국 내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한 지역사회 이익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분석

하였다. 풍력 발전설비의 계획, 건설, 운영 단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

과, 지역주민 범위에 대한 설정과 지역사회가 얻게 될 이익의 형태에 

대한 결정이 가장 이해관계가 복잡한 동시에 논란이 많았다. 이를 바

탕으로 저자들은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도화된 지침

(institutionalized guidance)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

이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참여 기업에게 사업의 확실성을 담보해주며, 

지역사회 이익이 뇌물로 여겨질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ass et al. (2010)은 영국의 에너지 정책 및 산업 분야 주요 이해관

계자 다수와의 인터뷰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바탕

으로, 신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이익 공유에 관계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개발자, 지역주민, 정치인, 환경운동가, 컨설턴트 등)의 관점을 

정리하였다. 발전원 기술, 인센티브 종류 및 수준에 따라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은 제공되는 이익 및 이를 제공

하는 원인 둘 모두에 대해서 높은 모호성(a high degree of anbivalence)

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자들은 지역사회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반면, 세부적인 추진 과정은 여전히 문제발생 가능성이 상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Warren and McFadyen (2010)은 영국 스코틀랜드 내 사례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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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풍력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가 지역사회 소유권 보유 여부

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점검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106명에 대한 

설문을 통해 지역사회 소유의 풍력발전단지와 개발자 소유의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를 비교분석하고, 지역사회 소유권이 더 높

은 국민수용성으로 귀결되는지를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가 

소유한 지역의 응답자들이 개발자가 소유한 지역의 응답자들보다 풍력

발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유한 것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났

다. 응답자들이 사업시행 전 풍력발전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했던 점

은 간헐적 전력생산과 시각적인 경관훼손이었으나, 양쪽 지역 모두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가 시각적 효과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지역사회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업

형태로의 전환이 스코틀랜드 내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결론지었다.

Cowell et al. (2011)은 풍력에너지 개발 시 지역사회 이익의 역할을 

수용성 및 환경적 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기존 연구들이 

지역사회 이익을 도구적 관점에서만 다루어 온 것, 즉 지역사회 이익

이 증가하기만 하면 해당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하여 사업

동의 진행이 원활해진다는 논의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저자들

은 영국 웨일즈 지역에 대한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풍력단지 사

업 진행에 대해서 주변 지역사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이익의 수준을 변경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지역사회 이익은 풍력단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변화시키기보다

는 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충격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인식되고 있었

으며, 오히려 환경적 정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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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demo and Söderholm (2015)은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지역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지는지, 지역사회 기금과 같은 다양

한 이익공유 방식 (benefit-sharing instruments)이 어떻게 긍정적인 효

과를 불러오는지를 연구하였다. 실증 분석 대상은 스웨덴 내 지역사회 

내 풍력발전 사업이었으며,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모형 기반 산업

연관분석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풍력발

전단지 건설은 지역사회 내에 상당한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특히 낮은 수준의 이익공유 메커니즘이라도 존재할 경우 

고용률 증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ward (2015)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생존능력을 

위해선 적극적인 지역사회 지지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호주 내 풍력단

지 개발을 실증분석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방안을 제안하였다. 두 

건의 정성적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저자들은 이익공유 방식이 풍력단지

에 대한 지역사회 지지도를 증가시키며, 그 과정에서 법적인 체제가 

주민들의 관심도를 보다 공고하게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확인하

였다. 

Strachan et al. (2015)은 향후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함에 있

어 소규모, 분산형, 지역사회 소유의 신재생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전제하고, 왜 영국이 지역사회 소유의 신재생 사업 확대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이와 같은 당시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일

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저자들은 향후 지역사회 기반의 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서 공동 소유권 벤처

(joint ownership venture) 방식과 지역사회 이익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소유권(community ownership via community benefits provision) 방식을 

제안하고, 양자를 혼합한 형태 또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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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ami et al. (2016)은 귀추적 추론 분석(abductive logic)을 통

해, 튀니지 내 풍력에너지 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

지 기술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다양한 거시적, 미시적 요인들 중 이익공유는 지역사회 수용성 기반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자들은 특히 

이익공유 방식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증가에 기여하

는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서 공동체 의식 증가, 사회적 상호관계 의식 

증가, 공간적인 지각 의식 증가를 제시하였다.

Kerr et al. (2017)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 이득 제공

(benefits payments), 보상 절차(compensation schemes) 등과 같은 금

전상의 인센티브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영국 내 세 가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 의미, 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신재생 사업 진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의 수준, 제도적 절차, 교섭절

차 등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들의 경우 이와 같은 다양성을 상세히 고려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저자들은 해당 사례 분석을 종합함으로써 이 같은 인센티브의 다양성

은 사업개발자와 지역사회 간의 역학관계(power dynamic)에 의해 결

정되며, 따라서 정책적 역량을 양자 간의 관계 설정에 집중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철용 

(2014) 및 이상훈 외 (2015)가 있다. 먼저 이철용 (2014)은 신재생에너

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과의 이익 배분을 하는 주민발전소 형태가 큰 역할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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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주민 수용성 논란이 가장 큰 신재생에너지원으

로 풍력을 지목하고 주민발전소 모델이 국내에서 풍력사업개발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같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는 참여대상, 참여율, 인센티드 등을 포함한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모델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이상훈 외(2015)는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

로 분배적 정의가 강조되고, 그 분배적 정의를 개념화한 것이 바로 이

익공유체계이며, 다양한 이익공유체계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

적인 방식이 주민들이 인근에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소유와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 발전소임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해당 연구는 문헌조사, 사례연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국내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세 가지 방안, 공공기관 주도형, 

지역 조합 주도형, 크라우드 펀딩형을 제안하였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제로 다룬 기존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례 분석, 전문가 설문 및 심층 인터뷰

를 중심으로 한 정성적인 분석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많은 경

우 이익공유체계와 같은 주민참여형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이

나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결론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

후 바람직한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안한 연구들도 다수 존

재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형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및 투자의사, 그리고 평균적인 수용의사를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향에 구체적인 

함의를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처럼 

정부의 정책 효과와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더더욱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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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사례

가. 해외 사례

덴마크,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

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으며 협동조합 등을 통한 

주민참여 모델이 일반화되어 있다.

시민 참여형 풍력 발전 사업 모델을 선도해 온 덴마크의 경우 2002

년에 이미 풍력 발전비중이 15%에 달하였으며 설치된 풍력 발전설비

의 약 40%가 지역 풍력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8,552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협동조합에 의해서 운영되는 

40MW 규모의 미델그룬덴(Middelgrunden) 해상 풍력발전단지는 대표

적인 시민참여 모델로 꼽힌다. 미델그룬델 해상 풍력단지는 최초 개발

단계부터 참여자를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고 10,000명의 주민에게 주식 

우선매입권을 부여하였고, 이 중 86%에 달하는 8,552명의 주민들이 

조합에 등록하면서 시작되었다.3) 미델그룬델 에너지 협동조합 1구좌 

당 투자금액은 570유로 정도이며 이를 통해서 조합원들은 매년 연간 

70유로의 수익(약 12.2%)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

부가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시장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보장해 주고, 

추가적 보조금과 함께 1인당 5구좌까지는 소득의 40%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4)5) 이러한 

3) 후에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참여 허용하여 현재 미델그룬델 에너지 협동조합 지
분의 88%는 코펜하겐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유. 나머지 12%는 타 지역 시민
들이 소유

4) 이철용, 2014,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및 사회적 수용성(PA) 제고 
방안 연구

5) 덴마크 정부는 2009년 1월부터 육상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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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정책과 더불어, 개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투명한 진행

과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역시 성공적인 시민참여 모델

을 이끌어낸 요인으로 꼽힌다. 덴마크 에너지 공사를 주축으로 한 사

업개발단 역시 68만 유로를 투자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6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을 공사현장에 초청하는 등 개발 초기단계부

터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주민수용성을 유도하였다.

독일 역시 2012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 73GW 중 주민발전소 비중

이 약 46%(33.5GW)에 달하며, 2014년 기준 에너지협동조합 수가 772

개에 달할 정도로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정책을 통해서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독일 다르데스하임 마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지분 일부를 지역주민들에게 판매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주정부는 태양광 FIT 20년 보장 의무를 통해 주민들에게 참여 인센티브

를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월간 뉴스레터인 “Dardesheim Windletter”를 

발간하여 주민들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함은 물론, 풍력단지 내에서 음악연주회 및 맥주파티 등을 주최함으

로써 주민들이 풍력단지에 친숙해지도록 유도하였다.6) 한편, 2016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풍력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풍력발전단

지 5km 이내의 주민과 지자체에 발전수익의 20%를 환원토록 하는 법

안을 채택하여 이익공유제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정책을 

시행하였다.7)

일본은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 뿐만 아니라 영리 추구와 환경 보호

하락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손실보전을 지원키로 함 
6) 이철용 외(2015),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운영사례 및 개선방안, 에너지포

커스 2015
7) https://brunch.co.kr/@greenpeacekorea/174 (검색일 1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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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 그린 펀드(Hokkaido Green Fund, HGF)는 반원전 시민 단체

로서 삿포로 내의 지역 생활 협동조합을 모태로 1999년 7월에 조직된 

비영리 단체로, 회원 1천여 명으로부터 매달 전기 요금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기부 받아서 풍력 발전기 설치를 위한 기초 자금 1천만 

엔을 모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 펀드를 모집하였다.8) 2001년 

하마카제에 1MW 발전기 1기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0여기의 풍력발

전기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인 포함 일본 전역에서 

1,400여 명이 총 430만 엔을 출자하여 운영을 시작한 하마카제 발전소

는 HGF의 첫 번째 성과물로 일본식 시민 발전의 모범적인 모델로 꼽

히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에 출자한 외부 시민들로 인하여 지

역 특산물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추가적인 수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긍

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외지인들은 자본 

투자로 인한 이자 소득이 참여 이유였다.9)

나. 국내 사례

국내의 경우 아직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사업 사례가 많지 않으며 

주로 직접 보상 형태로 진행되었다. 삼각산고등학교 햇빛발전소(20kW)는 

삼각산고 학생 및 교사, 강북구 주민 등 총225명의 조합원이 약 6,000

만원을 출자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조합원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에너지 교육, 햇빛발전소 확대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재

투자되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80

8) 시민펀드는 1인당 5만 ~ 50만 엔까지 출자가 가능하며 연 2.4%의 수익률을 보장
9) 이철용, 2014,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및 사회적 수용성(PA) 제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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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출자로 2013년 설립된 37kW 규모의 상원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

소는 연평균 5%의 출자금 배당을 목표로 하며 그 밖의 수익은 장학금, 

학교 전기료 지원,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에 활용한다. 제주도는 풍력자

원을 공공자원으로 규정하여 풍력발전 사업자들로부터 개발이익의 일

부를 제주도에 환원토록 하는 풍력발전 이익공유제 시행예정인데, 이 

경우 풍력발전사업자는 당기순이익의 17.5%, 또는 매출의 7%를 환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이익환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별

도 보상(마을발전기금, 임대료, 어업권 보상 등) 추가 요구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발주법에 의한 보상이나 일부 지자

체가 시행중인 이익공유제가 개별 주민들의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2-1> 국내외 주민참여 지원정책 및 사례

구분 정책(지원제도) 사례

해외

덴마크
4.5km 이내 지역주민의 
풍력발전 지분 20% 참여 
의무

Hvide 풍력발전(9MW) : 
지역주민(20%) 참여 (주민당 
평균 6천유로 투자)
연간 수익률 9~11%

미국
(콜로라도주) 30MW 이하의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 REC 
가중치 우대(25~50% 우대)

’15년 기준 38개 커뮤니티 
솔라 프로젝트 운영 중 (총 
30MW 규모)

국내

밀양

765kV 송전선로 1km이내 
태양광사업에 지역주민이 
사업비 30% 이상 참여시 REC 
가중치 20% 추가 부여

밀양 희망빛 
태양광(2.6MW)에 주민이 
사업비 34% 채권매입
참여주민에 연 5% 수익 
보장

순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자기저리융자지원

화장장, 축사 등 
주민참여형(지분 10% 참여)
주문참여분 수익률 10% 
보장(잠정)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16,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사업 인센티브 부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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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인센티브 제도 개요

태양광과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상당수가 주민

반발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우호

적인 자생적 생태여건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주민

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REC 가중치 우대, 생산 전력 우선 판

매 지원, 소요자금 융자지원 우대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시행

중에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인 REC 가중치 우대의 경우, 지역 

주민 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태양

광 1MW 및 풍력 3MW 이상 발전사업이 대상이며, 발전소 반경 1km 

이내10) 읍, 면,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 5인 이상이 일

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경우 다음 <표 2-2>의 방식에 따라 REC 가중

치를 적용한다. 

10)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해안선과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위치에서 최단 직선
거리에 있는 해안선 위치 또는 송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연계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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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REC 가중치 적용 방식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지분비율 10%+총사업비 2% 
이상

지분비율 20%+총사업비 4% 
이상

1,000kW 
이상 
태양광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2 1.2

100kW 
부터 

3,000kW 
이하

용량
×용량×
용량
×용량×

3,000kW 
초과부터

용량
 × 

용량
 × 

용량
용량  × 

용량
 × 

용량
 × 

용량
용량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5 1.5

3,000kW 
초과부터용량

×용량×
용량
×용량×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6 1.7

3,000kW 
이상 
풍력

해상풍력 1.1 1.2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이하)
1.6 1.7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초과)
2.1 2.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7,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가중치 적용기준은, 전체 사업비에서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참여 지분비율과 총사업비 출자비율을 동시에 고려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중 주민참여 지분비율 10%와 총사업비 2%(20%의 

10%) 만족시 REC 가중치를 10% 추가 부여하고, 자기자본 중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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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 20%와 총사업비 4%(20%의 20%)를 만족시에는 REC 가중

치 20%를 추가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고

려하는 이유는 적용기준을 지분비율로만 한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모

순 때문이다. 즉, 총사업비 출자비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예로 총사업비 10억 중 99%인 1천만 원만이 자기자본인 경우, 1천만 

원의 20%인 2백만 원만 주민들이 출자할 경우에도 REC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동 인센티브 제도는 주민참여 사업의 경우 ‘SMP+REC 

합산 고정가격 입찰’ 선정 및 사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우대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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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수용성 분석

본 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에 대한 수용성 분석 모델로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소개하고, 조건부가치평가 분석을 위한 설문설계 

방법과 설문 결과 분석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수용

성 정도를 도출해 본다. 

1. 조건부가치평가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평균적인 수용의사(WTA)를 정량적

으로 도출하기 위해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를 사용한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진술선호 데이터를 이용한 가

치평가 기법의 대표적 방법으로서, 공공재, 비시장재와 같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무형재화나 기존의 방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유형재

화의 가치를 금전적 가치(monetary value)로 측정하는 경제학적 방법

론이다. 해당 방법론은 적용 초기에는 주로 환경재에 대한 응답자의 

효용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으나 방법론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

면서 효용의 측정이 어려운 유형재화로도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은 그 동안 환경 (Loomis 

et al., 1993; Tyrvainen, 2001), 기상 (Rollins and Shaykewich 2003; 

Frei, 2010), 에너지 정책(Kim et al., 2012; Damigos et al., 2009; Huh 

et al., 2015)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사용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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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용자의 입장에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조건부 가치 측정

법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설문자료로부터 도출되는 지불의사금액

(WTP), 또는 수용의사금액 모형의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크게 두 가

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간접효용함수를 근거로 하는 방식 

(Hanemann, 1984; Hanemann, 1989)이며, 다른 하나는 비용함수를 근

거로 하는 방식 (Cameron and James 1987; Cameron, 1988)이 대표적

이다. McConnell (1990)은 이 두 접근법이 상호간의 쌍대성(duality)을 

가짐을 규명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nemann의 효용함수 차이 

접근법을 사용한다.

조건부가치평가법 내에서 지불의사를 유도하는 방식(elicitation method)

은 응답자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유도 방식 중

에서 연구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개방형 

질문법(open ended question), 경매법(bidding), 지불카드 방법(payment 

card) 등 다양한 유도 방식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설문에

서 일정한 금액을 먼저 제시한 후, 응답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할 의

사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 예/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방식인 양분

선택형(dichotomous choice, DC) 방식이 가장 널리 활용되어 왔다. 양

분선택형 방식은 연구자의 설문 설계 편의가 높고 응답자의 설문 시

간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발점 편의(starting point bias)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의 활용가능성을 종합

적으로 다룬 것으로 널리 알려진 NOAA의 가이드라에서도 양분선택

형 질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11) 양문선택형 방

식은 질문횟수에 따라 단일경계(single bounded, SB), 이중경계(double 

11) Arrow et al., 1993



제3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수용성 분석  21

bounded, DB), 1.5경계(one and one-half bounded, OOHB) 모형 등으

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방식을 활용한다. 이중경계 방법은 단일

경계 방법에 비해 점추정치를 크게 개선시키고 분산 또한 크게 감소시

키며, 통계적으로도 더욱 효율적이다.12)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DBDC

는 실제로도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BDC을 활용하여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에 대한 자료를 얻었다. 

DBDC 방법은 두 번에 걸쳐 수용의사금액이 제시된다. 즉, 본 연구

의 경우엔 신재생 주민발전소 사업 참여 시 투자한 금액에 따른 일정 

수익률을 배당받는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첫 번째 수익률 

에 대해 ‘예’라고 대답할 경우, 즉 투자할 의사가 있을 경우, 두 번째 

제시금액은 첫 번째의 절반 수익률 
를 제시하고, 첫 번째 수익률에

서 ‘아니오’라고 대답할 경우, 즉 투자할 의사가 없는 경우, 두 번째 제

시금액은 첫 번째의 두 배 수익률 
을 제시하게 된다. 이때, 관찰 가

능한 4개의 응답 패턴 (‘예’-‘예’, ‘예’-‘아니오’, ‘아니오’-‘예’, ‘아니

오’-‘아니오’) 각각의 확률은 다음의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Pr ≤ 


   Pr
   ≤ 

   Pr   ≤ 


   Pr  


                            (1)

12) Cooper and Hanemann, 1995
    Hanemann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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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응답자의 WTA는 개인 특성이나 선호, 주변 환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데, 선형의 WTA 함수를 가정하면 

표본 내 각 응답자 i의 WTA는 다음의 식 (2)로 표현된다.

  
′                                          (2)

여기서 는 응답자 i의 WTA, 
′는 개인 특성 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 벡터, 이러한 설명변수에 대응하는 는 추정해야 할 계수, 

그리고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오차항 은 평균 0, 분

산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한편, 앞서 설명한 4개 응답 패턴에 대한 확률은 다음의 식 (3)과 같

이 정리될 수 있다. 여기서 는 표준누적정규분포를 나타낸다. 여기서 

응답자에게 첫 번째로 제시하는 수익률이 5%라고 가정하면, 4개 응답 

패턴에 대한 확률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r′   ≤ 


 Pr


≤


 ′  

′  



                    (3)

   Pr
  ′   ≤ 

 Pr


 ′

 


≤

  ′  

′    

′  



   Pr  ′   ≤ 



 Pr

  ′
 


≤


  ′  

′  


 

′   
   Pr′    



 P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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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DBDC 모형(WTA)에서 관찰 가능한 응답패턴

주: 첫 번째 제시 수익률 5% 경우

주어진 샘플에 대한 위 DBDC 모형의 로그-우도함수는 식 (4)과 같

이 표현된다. 여기서, 
 , 

 , 
 , 

는 각 응답자가 4개의 응답 

패턴 중 어떤 응답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이진형 지시변수이다. 최종적

으로는 식 (4)을 극대화함으로써, 계수 와 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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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설계

조건부가치평가 분석을 위한 진술선호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

집하며, 설문은 응답자의 신재생발전설비 주변 거주 여부에 따라 ‘전

국 일반국민 대상 설문’과 ‘신재생발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 대상 설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행하였다. 이는 지역별 수용성 차이, 즉 전체 국

민들의 전반적인 수용성과 실제 신재생 발전설비 주변에 거주하는 주

민들과의 수용성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이 다양하

다는 점을 고려, 발전원별 수용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세 가지 발전설비 각각에 대한 수용성을 조사하였다. 두 

설문조사의 설계 특성을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구분 전국대상 발전소 인근 지역 대상

모집단 
전국 만 20 ~ 65 세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발전소 1 km 이내 행정구역 
거주자 중 만 20 ~ 65 세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표본크기 508 명 306 명 

표본추출 
가구주의 연령별 ,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임의할당 추출 

조사방법 웹조사 대면면접조사 

조사기간 2017년 5월 22일 ~ 5월 29일 2017년 5월 19일 ~ 5월 30일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표 3-1> 설문 설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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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국대상 설문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설문은 신재생 주민발전소 사업에 대한 실

제 투자의향 및 투자금액에 대한 질문이므로 사업 참여에 대해 실질적

으로 결정권이 있는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구별 설

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실제 조사활동은 전문 설문조사 업체인 한국

리서치에 의뢰, 한국리서치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국내 인구 구성비율과 유사한 표본 집단을 수집하기 위해서 연령 

및 지역을 기준으로 목적적 할당표집방법(purposive quota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전국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한 

508명의 설문 응답자에 대한 특성을 요약하면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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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설문 응답자 특성: 전국 대상 

전체 
사례수 (명) 비율 (%)

508 100.0

성별

남자 244 48.0

여자 264 52.0

연령

19~29세 43 8.5

30~39세 103 20.3

40~49세 147 28.9

50~59세 151 29.7

60세 이상 64 12.6

거주 지역

서울 101 19.9

인천/경기 151 29.7

대전/세종/충청 56 11.0

광주/전라 45 8.9

대구/경북 51 10.0

부산/울산/경남 81 15.9

강원/제주 23 4.5

학력

고졸 이하 88 17.3

대학 재학 이상 420 82.7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1 8.1

200~299만원 80 15.7

300~399만원 91 17.9

400~499만원 102 20.1

500만원 이상 194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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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신재생 발전소 주변 지역 대상 설문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용성 분석을 위해, 신재생 발전소 1 km 이내 행정

구역(읍/면/동) 거주자로 응답자 표본을 제한하였다. 앞서 전국대상 설

문과 마찬가지로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면접원에 의한 일대일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본 추출 방식으로는 임의할당 방식을 사용하였다. 발전소 주변 지역 

설문조사에 참여한 306명의 설문 응답자에 대한 특성을 요약하면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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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설문 응답자 특성: 발전소 주변 대상

전체 
사례수 (명) 비율 (%)

306 100.0

성별
남자 155 50.7
여자 151 49.3
연령

19~29세 12 3.9
30~39세 48 15.7
40~49세 80 26.1
50~59세 107 35.0

60세 이상 59 19.3
발전소 종류

풍력 101 33.0
태양광 103 33.7
바이오 102 33.3
학력

고졸 이하 220 71.9
대학 재학 이상 86 28.1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8 22.2
200~299만원 76 24.8
300~399만원 72 23.5
400~499만원 35 11.4
500만원 이상 55 18.0
거주지역

태양광 부산신호 26 8.5
태양광 고창솔라 26 8.5
태양광 신안 25 8.2
태양광 한빛 26 8.5
풍력 강원 26 8.5
풍력 영양 25 8.2
풍력 태기산 25 8.2
풍력 영덕 25 8.2
바이오 당진 25 8.2
바이오 동해 25 8.2
바이오 난지물 25 8.2
바이오 대구 2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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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Part A에서는 에너지 및 

환경 인식에 대한 기초설문으로서, 에너지·환경 부문에 대한 응답자들

의 전반적인 인식과 인지 수준을 물어보았다. 여기에서는 신재생에너

지 확대의 필요성, 선호 또는 선호하지 않는 발전원, 전력 생산의 환경

적 영향, 원자력 발전 관련 사고 위험성 인지도,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위와 같은 요

소들이 신재생 주민발전소 사업 참여 의향 및 수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을 점검할 수 있다. Part A는 또한 본격적인 조건부가치평가 질문에 

앞서 응답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Part B, C는 주민참여형 신재생발전소 수용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건

부가치평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표 3-4>와 같이 분석 대상인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사업

진행, 사업방식, 사업특징 등을 설문지에 상세히 기술하여 응답자가 이

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면접원이 응

답자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사진 등 시각적 자료를 

이용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세 가지 유형의 신재생 발전설비 특

징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응답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

였다. 정확한 조건부가치평가를 위해 응답자가 살고 있는 곳의 주변 

지역(거주지로부터 반경 약 1km 이내)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신재생 발전설비(=발전소)가 들어서는 경우를 가정하

였으며, 이 경우 사업참여 의향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일 경

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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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소 사업에 대한 설문지 내 설명

주민 참여형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 사업

사업진행

신재생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지역 내 주민들이 투자조합을 구성한 
후 해당 사업 자본금의 일부(20-30% 내외)를 출자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며 정부는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사업방식

1) 주식투자 형태: 지역 내 주민이 신재생 발전 사업의 일정부분을 
주주로서 직접 소유하여 투자한 금액 및 지분에 따라 수익과 
사업위험을 모두 공유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형태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직접 배분받음)

주민이 지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업 손실 발생 시 사업위험도 공유해야함

2) 채권투자 형태: 지역 내 주민들은 해당 신재생 발전설비 사업의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여 투자한 금액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이자를 보장 받게 되는 형태 (확정 금리)
주민이 사업 수익, 손실과 상관없이 고정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음. 반면 주민이 발전소를 직접 소유하는 형태는 
아니며, 수익은 주식 형태와 비교하면 적을 수 있음

사업특징
마을과 주민들이 인근에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진행, 운영, 관리에 주도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 하지만 
주민들이 토지 또는 현금을 직접 출자해야 함

최종적으로 조건부가치평가를 위한 질의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설문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부록]에 첨부된 전체 설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부터 귀하의 거주지로부터 거리 약 1km 이내에 신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설비가 들어오는 사업이 추진 중이고, 해당 발

전설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방식은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됨을 가

정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귀하 및 귀하의 가정은 해당 사업에 직

접 참여해 매년 얼마 간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할지 말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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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께서는 귀하의 가구가 

매년 %13)의 수익을 받게 된다면, 집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신

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건설되는 사업에 투자하시겠

습니까? [예/아니오]”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방식에 따라, 위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설문

자에게는 앞서 제신된 수익률 %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 수익

에도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설문자들

에게는 반대로 두 배인 2 %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할 의향

이 있는 지를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Part D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조사하였다. 성별, 교육, 소득수준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을 점검

함으로써 이러한 변수들이 신재생 주민발전소에 대한 수용의사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3. 분석 결과

앞서 설명한 조건부가치평가법 모형과 설문을 통해 수집한 진술선호 

자료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실제 신재생 주민발전소에 대한 국내 소

비자들의 사업참여 의향 및 수용의사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

인 분석 목적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거주 주변지역(설문 내에서는 1km 

이내로 가정)에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신규로 건설될 

경우, 본인에게 돌아가가는 연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 

때 해당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를 도출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

13)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최초 연수익률 제시값을 1.0%, 3.0%, 4.5%, 5.5%, 6.0% 
으로 달리함.



32

한 바와 같이 설문이 응답자 거주 지역에 따라 전국의 일반 국민 대상 

설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주변 지역 거주민 대상 설문으로, 발전설

비 종류에 따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분석결

과 및 논의 또한 이에 따라서 제시한다. 

가. 전국대상 설문

향후 국내에서 보급 및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주민발전소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참여의사 및 수용의사를 묻

기 위해, 전국 대상 508명의 응답자들을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앞 절에서 설정한 다섯 종류의 초기값을 제시하였다. 조

건부가치평가 설문에 대한 응답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세 종류의 발전

소의 경우 모두 첫 번째 제시 수익률이 증가함에 따라 네(수용)-네

(수용) 응답자 수는 늘어나고 아니오(비수용)-아니오(비수용) 응답자의 

수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로, 태양광의 경우 연수익률이 

1.0%인 경우 네-네로 대답한 응답자 수가 28명인 반면, 3.0%은 35명, 

4.5%는 33명, 5.5%는 49명, 6.0%일 경우 55명으로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뒤에 제시될 풍력, 바이오매

스 발전소 설문과 다음 절에 제시될 신재생 발전설비 주변지역 설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표 3-5>는 태양광 주민발전소 경우의 응답자들의 참여의향, 선호하

는 참여형태, 초기 제시 수익률에 따른 응답자들의 응답 분포를 나타

낸다. 먼저 국내 태양광 주민발전소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

답한 응답자는 341명(67.1%)으로서,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 수

(167명, 32.9%)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3-4>와 

같은 특성을 만족하는 태양광 주민발전소의 경우 전반적인 국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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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방식의 경우, 제시된 두 가지의 투자 

형태 중 채권투자 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수익률이 다소 적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형

태의 태양광 주민발전소를 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3-5>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소 수용의사 응답결과: 전국, 태양광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341 명 (67.1%)

아니오 167 명 (32.9%)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방식 중 귀하께서 더 선호하는 방식은?

주민 참여형 중 주식투자 형태 81 명 (15.9%)

주민 참여형 중 채권투자 형태 351 명 (69.1%)

특별한 선호 없음 76 명 (15.0%)

조건부가치평가법 수용의사 응답결과

초기값 표본 수 네/네 네/아니오 아니오/네
아니오/
아니오

1.0 % 106 명 28 명 16 명 5 명 57 명

3.0 % 100 명 35 명 23 명 17 명 25 명

4.5 % 102 명 33 명 33 명 13 명 23 명

5.5 % 100 명 49 명 28 명 11 명 12 명

6.0 % 100 명 55 명 25 명 8 명 1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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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평가 모형을 통한 수용의사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6>

과 같다. 모형 1은 상수항을 통해 평균적인 수용의사, 즉 응답자들의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을 도출한다. 상수항의 경우 양의 유의한 추정치

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태양광 주민발전소에 대해 긍정적 

수용의사 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모형 1에 따르

면 태양광 주민발전소에 대한 응답자들의 연평균 수익률 수용의사는 

약 3.1%로 추정되었다. 즉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연평균 수익률이 3.1% 정도면 해당 사업에 투

자할 의향이 있을 것이다. 연평균 기대 수익률 추정치가 작을수록, 낮

은 기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투자의향이 있다는 뜻이며, 

따라서 해당 신재생 주민발전소 사업에 대한 응답자 수용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이 느끼는 태양광 주민발전소 투자에 따른 긍정적 효

과와 투자의향은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모형 1 내의 상수항을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효과

로 세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 2는 이와 같이 수용의

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에 대한 계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사

용된 설명변수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태도, 사업참여 의향 등을 포함한다. <표 3-6> 중 모형 2의 추정결과

에 따르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 나이, 소득은 태양광 

주민발전소에 대한 수용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수익률에도 주민참여형 태양

광 발전설비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참여의

향이 있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기대 

연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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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투자 형태에 대한 특별한 선호가 없는 응답자들이 기대 연

수익률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채권투자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들, 

주식투자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들 순서로 기대 연수익률이 높다는 점

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식투자 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집단의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다.

<표 3-6> 조건부가치평가 모형 추정 결과: 전국, 태양광

변수 모형 1 모형 2

상수항 3.089907*** 13.82214***

성별 - 0.0208885 

나이 - 0.0063855 

소득 - -0.072805 

교육수준 - -0.255658**

신재생확대필요성 - -0.476023 

사업참여의향 - -4.614464***

주식투자형태선호
(Base: 선호없음)

- -2.549275***

채권투자형태선호
(Base: 선호없음)

- -1.470477**

Sigma (variance) 5.609319*** 4.638691***

평균 수용의사 3.089907***

<표 3-7>은 풍력 주민발전소 경우의 응답자들의 참여의향, 선호하는 

참여형태, 초기 제시 수익률에 따른 응답자들의 응답 분포를 나타낸다. 

국내 풍력 주민발전소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42명(47.6%)으로서,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 수(266명, 52.4%)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태양광 주민발전소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참여의향이다. 풍력 발전설비 투자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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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가 걱정되어서(42.7%)’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은 거주 지역 주변의 풍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

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방식의 경우, 태양광 경우

와 마찬가지로 채권투자 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수익률이 다소 적더라도 비교적 안정

적인 형태의 풍력 주민발전소 사업형태를 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3-7>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소 수용의사 응답결과: 전국, 풍력

주민 참여형 풍력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242 명 (47.6%)

아니오 266 명 (52.4%)

풍력 발전설비 사업방식 중 귀하께서 더 선호하는 방식은?

주민 참여형 중 주식투자 형태 59 명 (11.6%)

주민 참여형 중 채권투자 형태 305 명 (60.0%)

특별한 선호 없음 144 명 (28.3%)

조건부가치평가법 수용의사 응답결과

초기값 표본 수 네/네 네/아니오 아니오/네
아니오/
아니오

1.0 % 106 명 23 명 10 명 5 명 68 명

3.0 % 100 명 22 명 19 명 15 명 44 명

4.5 % 102 명 28 명 23 명 12 명 39 명

5.5 % 100 명 42 명 23 명 9 명 26 명

6.0 % 100 명 44 명 18 명 12 명 2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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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평가 모형을 통한 풍력발전소에 대한 수용의사 분석 결과

는 다음 <표 3-8>과 같다. 모형 1에 따르면 풍력 주민발전소에 대한 

응답자들의 연평균 수익률 수용의사는 약 5.4%로 추정되었다. 즉 평균

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민참여형 풍력 발전소 사업의 연평균 수

익률이 5.4% 수준이면 해당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표 3-8> 조건부가치평가 모형 추정 결과: 전국, 풍력

변수 모형 1 모형 2

상수항 5.372001*** 17.36976***

성별 0.699005 

나이 -0.07716***

소득 -0.01125 

교육수준 -0.3345**

신재생확대필요성 0.467841 

사업참여의향 -7.99023***

주식투자형태선호
(Base: 선호없음)

-3.83848***

채권투자형태선호
(Base: 선호없음)

-2.33975***

Sigma (variance) 7.907276*** 5.521253***

평균 수용의사 5.372001***

연평균 기대 수익률 추정치가 작을수록, 낮은 기대 수익률에도 불구

하고 응답자들은 투자의향이 있다는 뜻이며, 따라서 해당 신재생 주민

발전소 사업에 대한 응답자 수용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8>의 모형 2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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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소득은 풍력 주민발전소에 대한 수용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수익률에도 주민참여형 풍력 발전설비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참여의향, 선호하는 투자 형태의 경우 앞서 

태양광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9>는 바이오매스 주민발전소 경우의 응답자들의 참여의향, 선

호하는 참여형태, 초기 제시 수익률에 따른 응답자들의 응답 분포를 

나타낸다. 국내 바이오매스 주민발전소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13명(41.9%)으로서,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 수

(295명, 58.1%)보다 적었다. 이는 앞서 태양광, 풍력 주민발전소 경우

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비율의 사업참여 의향이다. 앞서 두 원에 비

해 응답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의 경우 전반

적인 수용성이 다소 낮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투자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걱정

되어서(45.0%)’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은 바

이오매스 발전소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업방식의 경우, 태양광, 풍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투자 형

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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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소 수용의사 응답결과: 전국, 바이오매스

주민 참여형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213 명 (41.9%)

아니오 295 명 (58.1%)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사업방식 중 귀하께서 더 선호하는 방식은?

주민 참여형 중 주식투자 형태 54 명 (10.6%)

주민 참여형 중 채권투자 형태 281 명 (55.3%)

특별한 선호 없음 173 명 (34.1%)

조건부가치평가법 수용의사 응답결과

초기값 표본 수 네/네 네/아니오 아니오/네
아니오/
아니오

1.0 % 106 명 18 명 8 명 6 명 74 명

3.0 % 100 명 20 명 15 명 14 명 51 명

4.5 % 102 명 19 명 24 명 14 명 45 명

5.5 % 100 명 30 명 22 명 13 명 35 명

6.0 % 100 명 36 명 20 명 10 명 3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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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평가 모형을 통한 수용의사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10>

과 같다. 모형 1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주민발전소에 대한 응답자들의 

연평균 수익률 수용의사는 약 7.1%로 추정되었다. 즉 평균적으로 우리

나라 국민들은 주민참여형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의 연평균 수익률이 

7.1% 수준이면 해당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을 것이다. <표 3-10>의 

모형 2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과 

소득은 바이오매스 주민발전소에 대한 수용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

은 수익률에도 주민참여형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참여의향, 선호하는 투자 형태의 경우 앞서 태양

광, 풍력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10> 조건부가치평가 모형 추정 결과: 전국, 바이오매스

변수 모형 1 모형 2

상수항 7.054034*** 17.45807 

성별 0.461403 

나이 -0.06008**

소득 -0.02509 

교육수준 -0.30659**

신재생확대필요성 0.546804 

사업참여의향 -8.50559***

주식투자형태선호
(Base: 선호없음)

-4.7874***

채권투자형태선호
(Base: 선호없음)

-2.65502***

Sigma (variance) 8.125706*** 5.268696***

평균 수용의사 7.05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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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류의 신재생 주민발전소에 대한 전국 대상 설문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균 기대수익률은 성별, 소득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수

익률은 낮은 경향 있었으며, 이는 작은 기대수익률에도 해당 신재생 

발전설비 사업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재생 주민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다. 태양광을 제외한 풍력, 바이오매스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기대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모든 원의 경우, 사

업참여의향을 보유한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대수익률

(더 높은 수용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업참여의향에 대한 한계 기대

수익률은 태양광 약 4.6%, 풍력 약 8.0%, 바이오매스 약 8.5%로서, 사

업참여의향이 기대수익률(수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

었다. 투자 형태에 대한 특별한 선호가 없는 응답자들이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으며(낮은 수용성), 다음으로 채권투자형태 선호하는 응답자들, 

주식투자형태 선호하는 응답자들 순서로 수용성이 높았다. 이를 통해 

유추하면, 상대적으로 모험심이 강하고, 혁신성이 높으며, 위험을 감수

하는 경향을 지닌 사람들이 신재생 주민발전소에 대한 수용성과 투자

의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으로 신재생 주민발전소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기대수익률(수용의사)은 태양광 약 3.1%, 

풍력 약 5.4%, 바이오매스 약 7.1%로 추정되었으며, 세 원의 경우 해

당 순서로 상대적인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주변지역 대상 설문

다음으로 신재생 발전시설 주변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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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설문은 설문 시점

에 ‘신재생 발전소 1 km 이내 행정구역(읍/면/동) 거주자’로 응답자 표

본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실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해당 발전설비에 대해 보유한 태도와 수용

성 수준을 가늠하게 해 준다. 앞서 전국대상 설문을 통해 분석한 전반

적인 국민 수용성과의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 또한 도출할 

수 있다.

먼저 <표 3-11>은 태양광 발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

의 응답결과이며, 구체적으로는 향후 태양광 주민발전소 참여의향, 선

호하는 참여형태, 초기 제시 수익률에 따른 조건부가치평가 응답 분포

를 나타낸다. 응답자들이 이미 태양광 시설 주변에 거주하고 있기 때

문에, 본 설문은 거주 지역 내에 추가적인 태양광 설비 건설이 주민발

전소 형태로 추진될 경우의 이에 대한 사업 수용성으로 해석된다. 먼

저 향후 태양광 주민발전소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

자는 24명(23.3%)으로서,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 수(79명, 76.7%)

의 삼분의 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양광 

주민발전소 참여의향이 상당히 높았던(67.1%) 전국대상 설문결과와는 

매우 다른 결과이다. 실제로 조건부가치평가 양분선택형 질의에 대한 

응답결과 또한 초기 제시 수익률에 관계없이 ‘아니오(비수용)-아니오

(비수용)’로 응답한 응답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로써 조건부가치평가법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기대수익률을 추

정하기 이전에도, 태양광 주변지역 거주 응답자들의 주민발전소 수용

성이 전국대상 설문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업방식의 

경우, 전국대상 설문이 채권투자 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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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던 반면, 주변지역 응답자들의 경우 특별한 선호가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해당 사업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1>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소 수용의사 응답결과: 주변, 태양광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24 명 (23.3%)

아니오 79 명 (76.7%)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방식 중 귀하께서 더 선호하는 방식은?

주민 참여형 중 주식투자 형태 4 명 (3.9%)

주민 참여형 중 채권투자 형태 30 명 (29.1%)

특별한 선호 없음 69 명 (67.0%)

조건부가치평가법 수용의사 응답결과

초기값 표본 수 네/네 네/아니오 아니오/네
아니오/
아니오

1.0 % 21 명 2 명 1 명 0 명 18 명

3.0 % 21 명 0 명 2 명 2 명 17 명

4.5 % 20 명 5 명 1 명 0 명 14 명

5.5 % 21 명 4 명 1 명 1 명 15 명

6.0 % 20 명 2 명 4 명 1 명 1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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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3-12>는 풍력 발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

들의 응답결과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이 이미 풍력 시설 주

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 설문은 거주 지역 내에 추가적인 풍력

발전 시설 건설이 주민발전소 형태로 추진될 경우의 이에 대한 사업 

수용성으로 해석된다. 먼저 향후 풍력 주민발전소 사업에 참여할 의향

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9명(29.0%)으로서,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 수(71명, 71.0%)에 비해 매우 적었다. 이는 주민참여형 풍력발

전소 사업 참여의향이 절반에 육박했던(47.6%) 전국대상 설문결과에 

비해 낮은 참여의향이다. 조건부가치평가 양분선택형 질의에 대한 응

답결과 또한 앞서 태양광(주변)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니오(비수용)-아

니오(비수용)’로 응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사업방식의 경우, 태양광(주변) 설문결과와 유사하게 ‘특별한 선호

가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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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소 수용의사 응답결과: 주변, 풍력

주민 참여형 풍력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29 명 (29.0%)

아니오 71 명 (71.0%)

풍력 발전설비 사업방식 중 귀하께서 더 선호하는 방식은?

주민 참여형 중 주식투자 형태 11 명 (11.0%)

주민 참여형 중 채권투자 형태 28 명 (28.0%)

특별한 선호 없음 61 명 (61.0%)

조건부가치평가법 수용의사 응답결과

초기값 표본 수 네/네 네/아니오 아니오/네
아니오/
아니오

1.0 % 18 명 1 명 0 명 1 명 16 명

3.0 % 21 명 0 명 0 명 10 명 11 명

4.5 % 19 명 1 명 5 명 5 명 8 명

5.5 % 21 명 1 명 9 명 2 명 9 명

6.0 % 22 명 0 명 12 명 2 명 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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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 3-13>은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응답결과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이 이미 바이오

매스 발전시설 주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 설문은 거주 지역 내

에 추가적인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의 

이에 대한 수용성으로 해석된다. 먼저 향후 바이오매스 주민발전소 사

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4명(13.7%)으로서, 참여

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 수(88명, 86.3%)에 비해 매우 적었다. 해당 비

율 13.7%는 여섯 종류(세 종류의 발전원 × 두 종류의 지역)의 주민참

여형 신재생 발전소 사업 참여의향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조건부가

치평가 양분선택형 질의에 대한 응답결과 또한 ‘아니오(비수용)-아니오

(비수용)’로 응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사업방식의 경우도 

‘특별한 선호가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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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소 수용의사 응답결과: 주변, 바이오매스

주민 참여형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14 명 (13.7%)

아니오 88 명 (86.3%)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사업방식 중 귀하께서 더 선호하는 방식은?

주민 참여형 중 주식투자 형태 10 명 (9.8%)

주민 참여형 중 채권투자 형태 21 명 (20.6%)

특별한 선호 없음 71 명 (69.6%)

조건부가치평가법 수용의사 응답결과

초기값 표본 수 네/네 네/아니오 아니오/네
아니오/
아니오

1.0 % 22 명 0 명 0 명 0 명 22 명

3.0 % 21 명 0 명 0 명 7 명 14 명

4.5 % 20 명 2 명 4 명 2 명 12 명

5.5 % 21 명 0 명 5 명 5 명 11 명

6.0 % 18 명 1 명 3 명 0 명 1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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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발전설비 주변 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용의사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전국대상 설문과 비교하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신재생 발전설비 주변 지역 거주민들의 주민참여형 신

재생 발전설비 사업에 대한 수용성이 일반 국민들의 수용성에 비해 현

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사업 참여의향이 있는 비율은 태양

광의 경우 전국 67.1% 주변 23.3%이며, 풍력의 경우 전국 47.6% 주변 

29.0%, 바이오매스의 경우 전국 41.9% 주변 13.7%이었다. 둘째, 주민

발전소 사업형태의 경우, 일반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채권투

자 형태의 사업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신재생 발전설비 주변 거주민들

은 특별한 선호가 없이 사업 자체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의사가 낮음

이 확인된다.

신재생 발전설비 주변 거주민들에 대한 조건부가치평가 모형을 통한 

수용의사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14>와 같다. 주변 지역 응답자들에 

대한 조건부가치평가 분석은 응답자 표본의 규모를 고려해 전체 306

명의 응답 결과를 한번에 분석했으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주변은 

더미 변수로 구분하였다. 먼저 모형 1은 상수항을 통해 평균적인 수용

의사, 즉 응답자들의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 2

는 이와 같이 수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에 대한 계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인구통계 변수를 통제하고 신재생 주민발전소에 대

한 평균 수용의사(기대수익률)를 도출한 모형 2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신재생 주민발전소에 대한 평균적

인 기대수익률은 10.7%, 태양광 지역 주민들의 태양광 수용의사(기대

수익률)는 12.3%, 풍력 지역 주민들의 풍력 기대수익률은 9.1%, 바이

오매스 지역 주민들의 바이오매스 수익률은 10.8%로 분석되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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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조건부가치평가 모형 추정 결과: 발전소 주변

변수 모형 1 모형 2

상수항 
11.07426

(0.6341355)
19.53601***

(3.930381)

태양광 주변지역 
(Base: 바이오매스 주변지역)

1.51714
(0.927658)

풍력 주변지역 
(Base: 바이오매스 주변지역)

-1.68061**

(0.8491124)

성별
-0.35334

(0.7099633)

나이
0.074965*

(0.0410231)

소득
0.331579**

(0.1535966)

교육수준   
-0.2717*

(0.1399058)

신재생확대필요성   
-2.00293***

(0.555698)

사업참여의향  
-4.19608***

(0.8682557)

주식투자형태선호
(Base: 선호없음)

-4.47755***

(1.217582)

채권투자형태선호
(Base: 선호없음)

  
-5.95141***

(0.8855193)

Sigma (variance)
7.004106

(0.6071231)
4.279104***

(0.3649441)

평균 수용의사
11.07426***

(0.6341355)
10.70915***

(0.475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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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순으로 신재생 주민발전소 수용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순으로 수용성이 높

았던 전국대상 설문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특히 태양광 주민발전소의 

경우 전국대상 설문에서 세 종류의 발전원 중 수용성이 가장 높았지

만, 주변지역 대상 설문에서는 수용성이 가장 낮았다. 다만 모형 2에서 

해당 계수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수용의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 없을 수도 있다. 모형 2의 경우, 전체 기

대수익률(10.7%)은 설명 변수들(나이, 성별, 소득 등등)에 전체 샘플의 

평균값을 넣어서 나오는 평균 수용의사를 도출한 것이다. 한편 태양광 

주변지역 수용의사(12.3%) 같은 경우에는 설명변수 중 "태양광 주변지

역=1", "풍력 주변지역=0" 으로 고정시켜서 구한 수용의사이다. 즉, 나

이, 성별, 소득 등은 모두 그대로인데 지역 관련 변수를 태양광으로만 

고정하여 구한 수용의사이다. 마찬가지로 풍력 주변지역(9.1%)의 경우, 

설명변수 중 태양광 주변지역=0, 풍력 주변지역=1 으로 고정시켜서 구

한 평균 수용의사이며, 바이오매스 주변지역(10.8%)의 경우에는, 설명

변수중 태양광 주변지역=0, 풍력 주변지역=0 으로 고정시켜서 구한 평

균 수용의사이다.

<표 3-15> 신재생 주민발전소 평균 수용의사액(기대수익률)

전국대상 설문 발전소주변 설문

태양광 연 3.1% 연 12.3%

풍력 연 5.4% 연 9.1%

바이오매스 연 7.1% 연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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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전국대상 설문 결과 일반 국민들의 수용의

사액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순으로 낮았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민 반발이 가장 심한 풍력발전소 주변 지

역주민들보다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이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

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이는 태양광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보상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서 나온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14)

14) 시간적·비용적 제약으로 인하여 모집단의 무작위추출이 아닌 원별로 각각 100여 
명의 응답에 기인한 설문 결과를 사용하였고, 추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
성들이 설문문항에 모두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다른 여러 해
석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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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낮은 현 상황에서, 주

민발전소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없이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정부의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인센티브 정책을 통한 기대수익률과 지역 주민들의 수용의사액

(기대수익률)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다. 

신재생 주민발전소의 기대수익률을 국내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추진방안을 연구한 이철용 외(2014)의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한다. 다

만, 주민 현금 참여율을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REC 20% 가중

치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 기준인 20%로 설정하였으며, 태양광과 풍력

의 설비용량 역시 인센티브 정책의 최소 요건인 1MW와 3MW로 각각 

설정하였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경우 현재 REC 가중치 우대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기대효과 비교·분석을 위하여 포함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한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바이오매스 주민발전소 전

제조건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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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시뮬레이션을 위한 신재생 주민발전소 전제조건

항목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용량 1 MW 3 MW 100 kW 

Capacity Factor 14.75 % 23 % 70 %

SMP 
(20년 유지 가정)

77 원/kWh 
(2016년 기준)

77 원/kWh 
(2016년 기준)

77 원/kWh 
(2016년 기준)

REC 
(20년 유지 가정)

86 원/kWh 
(2016년 기준)

+20% 가산 

86 원/kWh 
(2016년 기준)

+20% 가산

86 원/kWh 
(2016년 기준)

+20% 가산 

PF 대출 이자 4.5%/년 4.5%/년 4.5%/년

투자비 14 억원/MW 25 억원/MW 35 억원/MW 

O&M 1,600 만원/MW·년 3,000 만원/MW·년
28,000만원/MW·년

보험료 1,400 만원/MW·년 1,750 만원/MW·년

연료비 - - 42 원 /kWh 

할인율 7% 7% 7%

법인세 24.2% 24.2% 24.2%

인플레이션 2.5% 2.5% 2.5%

수명 20 년 20 년 20 년

부채율 80% 80% 80%

주민 현금 참여율 20% 20% 20%

Degradation Rate 0.8%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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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의 전제조건 하에서 주민참여에 따른 REC 20% 우대로 인

한 주민발전소의 기대수익률 변화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REC 20% 추가부여에 따른 주민발전소 기대수익률 변화 분석

항목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전 적용 후

연수익률 4.12% 5.88% 2.52% 3.96% 2.77% 6.42%

순이익 

(현재가치 기준)

2,074 

만원 

3,901

만원

27,289 

만원 

104,929 

만원

1,702 

만원

10,372

만원

비용편익비율

(B/C ratio) 
1.159 1.298 1.039 1.150 1.052 1.317

내부수익률(IRR) 9.12% 10.88% 7.52% 8.96% 7.77% 11.42%

원금회수기간 8.62 년 7.66년 9.81 년 8.83년 8.90 년 7.05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REC 20% 추가 부여시 주민발전소의 내부수

익률(IRR)은 대략 1.4 ~ 3.7%p 범위 내에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태양광발전소 IRR 1.76%p 증가: 9.12% 10.88%

풍력발전소 IRR 1.44%p 증가: 7.52% 8.96%

바이오매스발전소 IRR 3.65%p 증가: 7.77% 11.42%

만약 IRR에서 5%를 20년(운영수명)동안 적립 시 원금회수가 가능

(할인율 고려 안함)하다고 가정한다면, 원금보장을 고려한 연수익률 역

시 IRR과 동일 %p 만큼 증가하게 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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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연수익률 1.76%p 증가: 4.12% 5.88%

풍력발전소 연수익률 1.44%p 증가: 2.52% 3.96%

바이오매스발전소 연수익률 3.65%p 증가: 2.77% 6.42%

이 경우,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의 연수익률은 각각 5.88%와 3.96%

로 앞 장에서 설문을 통해 추정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의사 기대

수익률(태양광과 풍력 각각 12.3%, 9.1%)과는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가 REC 가중치 20%로 인한 추가 수익 전액

을 참여 비중 20%인 지역주민들에게 귀속시킨다면15) 참여주민들의 

연수익률은 최대 18%p까지 증가하게 된다.

태양광발전소 참여주민 연수익률 최대 8.8%p(1.76×5) 증가:

   4.12% 12.92%

풍력발전소 참여주민 연수익률 최대 7.2%p(1.44×5) 증가:

   2.52% 9.72%)

바이오매스발전소 참여주민 연수익률 최대 18.25%p(3.65×5) 증가:

   2.77% 21.02%

따라서 위의 결과를, 앞장의 <표 3-14>와 비교 분석해 보면 <표 

4-3>과 같다.

15) REC 20% 가중치는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인센티브인만큼 
참여주민들에게 모두 귀속시킨다는 가정에는 무리가 없음. 다만 주민참여에 따
른 부가적인 비용 발생은 반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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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신재생 주민발전소 평균 수용의사액(기대수익률) 비교

전국대상 설문 발전소주변 설문 REC 20% 적용

태양광 연 3.1% 연 12.3% 연 12.92%

풍력 연 5.4% 연 9.1% 연 9.72%

바이오매스 연 7.1% 연 10.8% 연 21.02%

 

결론적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센티브 제도는,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기대수익률 과대추

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기대수익률을 모두 충족시켜

줄 정도의 수익률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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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정부의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센티브 제도

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2017년 6

월 현재. 주민참여형 설비 인증 및 신청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불확실성이 없는 보상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3장의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시 수익률 변동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주식형 투자보다는, 고정된 수익을 보장해주는 채권형 투자 선호 비율

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주민참여 비율에 따라 주어지는 ‘REC 가

중치 20% 추가 부여’라는 인센티브는 수익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그 

효과 또한 명확하지가 않다. 즉, 참여 대상 지역주민들은 REC 가중치 

추가 부여가 얼마만큼의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쉽게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주민수용성 개선을 위

한 인센티브 정책 설계 시에는 일반인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보상형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주민수용성 개선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지원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10~20년 이상 운영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 역시 20년 장기 

시행에 맞춰 설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시행 기간 내에 당초 보장

16) 한국에너지공단, 2017,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설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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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보상 규모를 축소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2030년까지 매년 약 

4G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실규설비 보급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담보로 하는 보급 확대 정책은 향후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반면 

주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 정책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보상지원 기준 마련이 시

급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수용의사 기대수익률은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12.3%와 9.1%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주민참여시 적용받을 수 있는 1.75% 우대금리

를 고려하면 최대 10%대의 순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설문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안정자산인 채권의 수

익률은 국고채 3년 기준으로 2017년 7월 현재 2% 이하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일관성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유지하고, 단기적인 성과 

달성을 위한 과도한 보상 정책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과는 달리, 일반적인 국민수용성은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지역 주민수용성 제고와는 별개로, 높은 국민수용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시민들의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국민참

여 수준을 높이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주민수용성 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반경 1km 

이내에 속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참여시에만 주민참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일반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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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모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야 한다. 또한 주민수용성은의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으로, 정

부는 장기적으로는 주민수용성을 일반 국민수용성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계획 입지’제도를 도입하

여 정부(중앙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부지확

보에 앞장서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가 올해 초 도입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

설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효과적인 주민수용성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물리적, 시간적 제약들로 인하여 주민수용성과 관련된 다양

한 이슈 및 대안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한 것이 사

실이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

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수용성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이익공유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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