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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확대 정책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일정 궤도에 

오르고 있다. 경제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앞으로 대

규모 태양광 사업과 해상풍력 사업들이 계속 추진될 것이다. 최근 들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계획을 발표한 새만금 사례를 통해 재생

에너지를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특히, 발전 사업의 특성상, 지역주민이나 커뮤니티의 동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고, 이를 효

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내용 요약 및 결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며 나타나

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가, 

정부의 제도적 지원, 그리고 사업 개발에 대한 비용 하락으로 재생에

너지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크게 발전소 건설과 

관계된 사업의 경제성 부분, 환경영향 부분, 주민 수용성 부분, 고용 

및 산업 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과 연계되는 부분이다. 또한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본 

내용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주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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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를 설정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크게는 정부와 지

방정부의 정책과 전략, 주변 환경과 경관(landscape, 조망권)을 포함한 

주민의 행복과 생활 수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의 분배 

제도 설계, 절차적 정의를 고려한 협의와 개입, 실행 전략 등으로 내용

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 커뮤니티와 개발운영사(사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

과 그때마다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

을 정리하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와 수립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환경평가를 객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구나, 사업자와 커뮤니티 간의 소통을 촉진하여 사

업 추진에 도움을 주는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의 주변 환경

과 경관 요소와 같은 주민의 행복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

업자와 지역 주민 커뮤니티는 각 지역 마다의 문화적 배경, 환경적 특

징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의 분배를 설계하는 부분은 지역 상황에 맞

는 다양한 이익 공유 방안을 검토하여 적합한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

부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는 것과 그 절차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

여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요소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류 및 조

류 등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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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이

해관계자 및 커뮤니티, 지방 및 중앙정부 간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 

가느냐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내용은 이

러한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들이다. 본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

인 사안에 대한 내용이고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적인 

특성과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논의를 진행하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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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Objectives and Significance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is on a certain orbit around sunlight. In 

addition, large-scale photovoltaic projects and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will become more popular in the future. Through the Saemangeum case, which 

recently announced plans for a large-scal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j-

ec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atters necessary for the smooth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power gen-

eration project, the consent of local residents and the community is essential, 

so it is time to point out various related matters and discuss ways to effectively 

carry out this deployment.

2. Summary of Results 

The Saemangeum renewable energy business is a natural result of the ex-

pansion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This is due to the increasing global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s institutional support, and the 

reduction in costs for business development.

The matters related to the Saemangeum Renewable Energy Project were 

largely divided into the economical part of the project for distribution, the 

environmental impact part, the water-soluble part, and the employment and 

industry part, which is connected to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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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e details of the water-soluble part were set up by setting major 

issues for each economic entity that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Large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and strategies, the happiness and living standards of the residents, includ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landscape, the design of the distribution sys-

tem of costs and benefits arising from the project, consultation and inter-

vention in consideration of procedural definition, The content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execution strategi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local residents, communities, and development operators 

(operators) will have to play the necessary elements in the business process 

and each given role. Summarizing the above,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nd promote specific goals and plans, and they need 

the help of independent organizations to communicate with residents. It is nec-

essary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that can objectively carry out environmental 

evaluation, or an organization that facilitates communication by promoting 

communication between operators and the community. In order to maintain 

the happiness and living standards of the residents, includ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landscape of the local residents, the business community and 

the local community try to reflect the cultural background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the course of the project promotion. This is 

necessary. In designing the distribution of costs and profits incurred in the 

project,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profit sharing methods suitable for 

the local situation and establish a suitable model. When a long-ter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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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properly communicate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from the beginning of the plan and reflect the opinion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disclose the procedures and related materials to 

make the decision-making process transparent. We have seen that it is an ele-

ment that enables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and promotes smooth 

business. In addition, we reviewed the efforts of operators required to protect 

ecosystems such as fish and algae that could be affected by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In order to facilitate large-scale renewable energy projects, it can be sum-

marized as a matter of how to build trust between operators, stakeholders, 

and the community. The suggestions given in the text are ways to build this 

trust. In addition, the material covered in the report is a general issue, and 

in the process of promoting individual projects, discussions that reflect region-

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can lead to ways 

to increase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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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론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기

존의 화석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서 온실가스 배출

이 거의 없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체계로 꾸준히 대체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천문학적인 수치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 등 선도국에서 시

작된 이러한 노력이 중국, 인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 세계적인 추세

로 자리 잡았고, 국내에서도 2017년 정부의 3020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발표 이후, 여러 경제 주체의 활발한 참여와 재생에너지 설비의 비용 

하락에 따라 꾸준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앞

으로도 국내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규모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2018년 11월에 발표로 새만금 

부지에 태양광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다. 부지는 

용도에 따라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 농생명용지, 관광레저, 환경생태

용지, 배후도시용지로 구분되어 있고, 3GW 재생에너지 대규모 설비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을 시작으로 

기업과 연구소를 집적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 국제협력

용지에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건설 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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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과 항만을 건설하는 교통망 구축 사업, 수자원관리, 스마트에너지

가 접목된 사업들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총 사업 규모인 3GW 설비 중 30%는 주민 참여 형태로 

진행하여,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발전 사업을 통해 

전력 계통망이 건설되면 관련 산업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간척사업으로 시작되어 두 번에 걸쳐 주민과 환경단

체의 반대를 겪으며 진행되어 왔고, 관련 이슈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반대했던 의견들을 어떻게 수용하면서 사

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 역시 현재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적용이 되고 앞으로 진행될 재생에너지 사업에 계속해서 등장할 사항

들이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사업에 

대한 호불호를 지역 수용성이라고 칭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배

경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 새만금 대규모 재생에너지 건설에 대한 

사항들을 짚어본다. 4장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도입 방안에 

대해 문헌 연구과 해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리하고, 5장의 결론

에서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도입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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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생에너지 확대의 배경

1. 해외 및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

1.1. 해외 재생에너지 현황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에 따르면 

2017년 세계 1차에너지 공급 기준(Total Primary Energy Supply, TPES)은 

13,972Mtoe로 그중 13.5%인 1,894Mtoe가 재생에너지 공급량이다.1) 재

생에너지의 원별 구성은 바이오·폐기물이 6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고, 이는 개발도상국의 주거용 난방과 취사에 바이오매스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2)3) 바이오·폐기물 다음으로 수력 18.5%, 풍력 5.1%, 

지열 4.5%, 태양에너지 및 조력 3.9% 순의 비중을 보인다([그림 2-1]). 

재생에너지 1차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 

성장하여 세계 1차에너지 공급 증가율인 1.7%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

하였다.4)5) 그 중 태양광과 풍력은 같은 기간 각각 연평균 37.0%, 

23.4% 증가하여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그림 2-2]). 다음으로는 바

1) IEA(2019), p.8.
2) IEA(2019), p.8.
3) REN21(2019)은 2017년 최종에너지 소비(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18.1%로 추정, 이중 전통적인 바이오매스는 7.5%, 
현대적 의미의 재생에너지는 10.6%. 자료: REN21(2019), p.31.

4) IEA(2019), p.8.
5) REN21(2019)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TFEC 성장률은 1.5%, 재생에너지의 성

장률은 2.3%로 추정, 전통적 바이오매스의 성장은 없고 현대적 의미의 재생에너
지의 성장률이 5.4%에 달함. 자료: REN21(2019),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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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가스, 태양열, 액체 바이오, 지열, 수력, 고형 바이오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그림 2-2]). 

(a) 에너지원별 공급 비중 (b) 재생에너지원별 공급 비중

[그림 2-1] 2017년 원별 1차에너지 공급비중

자료: IEA(2019), p.8. 

자료: IEA(2019), p.9.

[그림 2-2] 1990년~2017년 재생에너지 1차에너지 공급 연평균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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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8년 국내 신재

생에너지 생산량은 전년에 비헤 8.45% 증가한 17,838천toe(tonne of 

oil equivalent)로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5.83%(신에너

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는 5.59%)로 보고되었다.  

주: 2011년부터 폐기물 발전량 조사 시행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19), 보급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함.

[그림 2-3] 2018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에너지 기준 외에 전기 생산으로 살펴보면, 발전량 기준으로 [그림 

2-3]에서 나타나듯이 2018년 국내 총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8.88%(재생에너지 8.30%)로 전년 대비 0.69%p 증가하

였다. 이 중 부생가스 등의 폐기물로 생산한 전기량을 제외하면 신재생에

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4.67%이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발전량의 비

중이 1% 수준을 기록한데 반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폐기물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

전량 비중은 9%에 가까울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

이러한 상승 추세는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비 크기를 살펴보면 그 추

세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2-4]는 재생에너지 중 발전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원, 폐기물, 바이오, 태양광, 풍력, 수력의 누적 

설비량을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시한다. 

[그림 2-4] 주요 재생에너지 원별 누적 설비량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발전량이 가장 많은 폐기물의 경우, 국내에 설치된 설비의 크기는 

2015년까지 증가한 후, 2016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4GW 수준의 설비

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2011년 폐기물 설비를 RPS 설비로 인정하는 

제도 변경을 통해 2015년까지 설비가 증가 되었고, 2016년 이후에는 

폐기물의 자가용 전환으로 인하여 큰 폭의 설비가 감소되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태양광 설비의 증가 추세이다. 태양광 설비는 타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급격하게 설비가 증가되고 있다. 이는 추후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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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겠지만,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드는 설비 보급 비용의 감소가 큰 

역할을 했으며,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RPS 정책의 도움이 작

용했기 때문이다. 태양광에 이어 증가추세를 보이는 에너지원은 바이

오에너지다. 2018년에 특히 가파르게 보급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바이

오에너지 보급 방안 때문에 2018년, 2019년에 보급을 서두르는 것으

로 보인다. 풍력에너지 또한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신규 누적

설비용량 비중 증감 설비용량 비중 증감

재생

태양광 2,367 67.0 73.7 8,099 42.6 38.8
풍력 161 4.6 42.0 1,303 6.8 13.9
수력 4 0.1 △32.8 1,798 9.4 0.2
해양 - - - 255 1.3 △0.0

바이오 865 24.5 77.7 3,065 16.1 34.2
폐기물 38 1.1 △57.9 3,813 20.0 0.5

신
연료전지 98 2.8 198.9 348 1.8 38.9

IGCC - - - 346 1.8 -
재생에너지 3,435 97.23 66.85 18,333 14.79 21.36
신에너지 98 2.77 198.88 694 0.56 16.31

신재생에너지 3,533 100 68.92 19,027 15.35 21.17
전체(신재생포함) 123,950 100 1.80

주: 증감은 2017년 대비 증감률(%), 원별 비중은 신재생에너지 중.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재구성함.

<표 2-1> 2018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단위: MW, %)

2018년 신규 설비 용량은 전년보다 68.92% 증가한 3,533MW(재생에너지 

3,435MW)로 보고되었다. 태양광에너지는 2,367MW가 추가되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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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량의 67%를 차지하였고 바이오에너지는 두 번째로 많은 865MW가 

추가되었다. 누적 설비용량은 19,027MW(재생에너지 18,333MW)로 태양

광이 38.8% 증가한 8,099MW를 기록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42.6%를 차지하였다. 풍력은 161MW가 늘어나 누적 설비용량 1,303MW

를 기록하였고 폐기물은 38MW가 추가되어 누적 설비용량 3,813MW를 기

록하였다(<표 2-1>). 

[그림 2-5]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발전량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위 [그림 2-5]는 2018년에 생산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량을 

표시한다. 위 그림에서 붉은 색 원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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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주황색과 파랑색 막대그래프는 각각 그 지역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을 표시한다. 신재생 발전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경북, 충남 

지역 순으로 집계되었다. 해당 지역 중 폐기물 발전량이 가장 많은 지

역은 전남 지역으로, 총 9,952GWh를 생산하였으며, 경북 지역은 

7,926GWh를 두 번째로 많이 폐기물 전력을 생산하였다. 이는 각각 광

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부생가스로 발전하는 자가 발전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폐기물 발전량을 제외하고 태양광 설비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전북으

로 각각 1,985GWh, 1,560GWh를 생산하였다. 그 외에 풍력 발전량은 

육상풍력 단지가 있는 경북, 강원, 제주,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보급 위치는 폐기물 발전 수요가 있는 제철

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일조량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토지 비용

이 적게 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이 확산되고 있고, 풍황이 

좋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풍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 배경

바이오와 폐기물 발전을 중심으로 보급되던 재생에너지는 최근 들어 

태양광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확산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크게 친환경 전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증가와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발현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의 지속적인 하락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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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 사회적인 관심도 증가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2015년 파리협정을 도출했

고, 이는 국제사회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유지해야하

고 1.5도까지 제한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합의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외에서의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늘어났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

질 것이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친환경 전원에 대한 관

심 증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를 증가시켰다.   

2.2.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보급 정책과 수단을 사용해

왔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 보급 초기의 발전차액지원제도와 2011년

부터 시작된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를 들 수 있다. RPS제도

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는 발

전사(공급의무자)에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량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 공급인

증서(REC)를 발급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기

여를 하고 있다. 

2.3.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의 하락

정부의 정책 외에도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효과적으로 증가하기 위해 

서 발전설비 건설에 따른 비용하락을 통해 사업자가 수익을 볼 수 있

는 경제성이 갖추어 져야 한다. 가장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는 해외 태

양광과 육상 풍력의 발전비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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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태양광 

(b) 육상 풍력
자료: IRENA(2019), p19~22.

[그림 2-6] 태양광과 육상 풍력 설치비용, 이용률, LC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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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위 [그림 

2-6]). 이에 따라 태양광과 육상 풍력의 비용이 하락하고 있다. 육상 풍

력의 설비비용은 2010년 $1,913/kW에서 2018년 $1,497/kW으로 떨어

졌다([그림 2-6]의 (b) 왼쪽 그림). 2017년 대비 6% 떨어졌는데 이는 

터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BOP 비용도 하락하였기 때문이다.6) 

터빈가격의 경우 2010년 이래 가격이 49% 하락하였다([그림 2-7]의 

(b)).7) 육상풍력의 이용률은 2010년 27%에서 2018년 34%로 올라갔다

([그림 2-6]의 (a) 가운데 그림). 이용률이 증가한 이유는 타워의 높이가 

높아지고, 회전날개가 커지며, 정격 출력이 증가하여 같은 풍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8) 태양광의 설비

설치비용은 2010년 $4,621/kW에서 2018년 $1,210/kW으로 떨어졌다

([그림 2-6]의 (a) 왼쪽 그림). 비용하락의 요인은 모듈가격이 하락과 

BOP 비용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9) 모듈가격의 경우 2010년 이래 가격이 

85% 빠르게 하락하여 학습율이 28.5%에 이른다([그림 2-7]의 (a)).10) 

그리고 [그림 2-6]의 (a) 가운데 그림에서 보듯이 태양광의 이용률도 

계속 상승하여 2018년 이용률은 18%이다.

6) IRENA(2019), p.19.
7) BNEF((2019), p.25.
8) IRENA(2019), p.20.
9) IRENA(2019), p.21.
10)BNEF((2019),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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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듈 가격 

(b) 풍력 터빈 가격
자료: BNEF(2019), p.24~25.

[그림 2-7] 모듈과 터빈의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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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새만금 대규모 재생에너지 건설

새만금 개발은 최근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건설 발표 이전부터 계속

되어 왔다. 그러한 개발 경과와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새만금 대규모 

발전소 계획과 추진 과정, 계획 공표당시의 목표를 정리한다. 그리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과 관련되어 이슈화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짚

어보도록 한다. 

1.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새만금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와 부안군을 아우르는 409평방킬

로미터11)로 서울시의 2/3정도 수준, 파리의 4배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

로, 해당 사업은 1991년에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9km의 세계에

서 가장 긴 방조제를 축조하는 간척사업으로 시작12)되었다. 1988년에 

100% 농지개발을 목표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90년대 중반 환경관련 이슈가 부각되어 시위와 소송을 겪으며 두 차례

에 걸쳐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2007년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계획

을 마련하여 개발 농지를 30%로 대폭 축소하고 산업과 관광 용도의 

복합용지 비율을 70%로 상향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

은 2011년에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2014년 변경안을 

수립하여 투자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계획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11) 이 면적은 간척토지 291평방킬로미터와 호소 118평방킬로미터를 포함한다.
12) 새만금 방조제는 2006년에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보강공사를 거쳐 2010년 

4월27일에 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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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를 비전으로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2014)에서 세운 비전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 (Ariul)”로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

한 5대 목표를 아래 [그림 3-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 새만금 비전 및 5대 추진 목표 

출처: 새만금개발청 사이트13)

13) https://saemangeum.go.kr/sda/sub/marster/SMB12001.do, 최종접속일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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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새만금 개발 용지 

출처: 새만금개발청 (2018), 72p.

새만금 부지는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농생명용지, 관광·레저

용지, 환경·생태용지, 배후도시용지로 구분14)되어 있다. 최근의 재생에

너지 대규모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용지는 이 중 산업연구용지와 국제

협력용지 방조제 내측이다.15)

새만금 부지에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재생에너지 클

러스터를 조성 사업과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이다. 3GW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사업과 이에 관련된 제조기업, 연구기관, 재생에

너지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여 집적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14) 이는 2011년 설정된 산업용지와 과학·연구용지를 산업·연구용지로, 신재생에너지
용지와 북측 복합도시용지를 국제협력용지로, 남측 복합도시용지와 관광·레저용
지를 관광·레저용지로, 농업용지와 농촌도시용지를 농생명용지로 개편하였다. 기
존 배후도시용지, 환경·생태용지, 기타용지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였다. 

15) 전자신문(2018.10.30.) (최종접속일 201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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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사업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국제협력용지에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공항과 항만을 건설하는 교통, 수자원관리, 스마트 

시설과 재생에너지가 접목된 수변 정주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림 3-3] 새만금 개발 용지와 사업 내용 

 출처: 새만금개발청 블로그16)

16) https://blog.naver.com/smgcstory/221260402046, 최종접속일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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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은 간척토지 계획 면적인 291평방

킬로미터의 약 38% 수준인 110.8평방킬로미터가 개발 중이며, 매립이 

완료된 면적은 12.1% 수준인 35.1 평방킬로미터에 이르고 있다. 

[그림 3-4] 새만금 개발 용지별 진행 현황

출처: 새만금개발청 블로그17)

그 중 산업연구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의 각각 10.5%, 

17.1%, 16%가 매립이 완료되었으며, 농생명용지 중 70% 정도가 매립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광·레저용지의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2. 새만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계획 및 경과

정부는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전설함으로써,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새만금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에 맞는 기업을 유치

를 통해서 전북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방편으로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구상을 밝혔다. 

17) https://blog.naver.com/smgcstory/221260402046, 최종접속일 2019.4.23.



20

<표 3-1>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 설비용량

구분 새만금개발청 농식품부

태양광  2.4GW / 31.76㎢ 0.4GW / 6.07㎢

풍력/연료전지 0.2GW / 0.46㎢ -

출처: 새만금 개발청, 전라북도(2019), 7p

전체 새만금 면적의 약 9.4%에 해당하는 지역에 계획된 발전소 건설 

계획은 총 3GW의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중 2.8GW는 태양광 

설비가 들어설 것이고,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설비가 계획되어 

있다. 태양광 2.8GW 중 2.4GW에 해당하는 설비는 수상태양광으로, 

나머지 0.4GW는 육상 태양광으로 건설 예정이다(새만금 개발청, 전라북도 

2019, 7p).

[그림 3-5] 새만금 부근 수상태양광 전경

출처: 새만금 개발청 블로그18)

18) https://m.blog.naver.com/smgcstory/221601240003, 최종접속일 201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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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2019년 7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발전사업허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용도 구역 중 개발 

수요가 낮고 앞으로 개발될 공항에 인접한 새만금호의 약 30을 

활용해 세계 최대 수준인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는 기존 중국 화이난시에 건설된 15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의 14배, 2018년 기준 전세계 수상태양광 설치량인 1.3GW를 넘어서

는 규모로써, 완성 후 약 10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발

전소 건립 계획이다.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관련 설비로 약 500만개의 

태양광 모듈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수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림 3-6] 재생에너지 사업 예정지

출처: 새만금 개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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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황으로는 새만금 개발청은 2019년 말부터 1.4GW에 해당하

는 설비에 대해서 투자제안서 접수를 진행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새

만금 사업추진단이 개발 예정지인 2,3,4구역(2만 7970 ) 2.1GW 규모

의 수상태양광 사업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

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토된 설비로는 

2.1GW의 태양광발전설비와 345kW의 송전소 및 지중 송전선로 약 

15.4km, 그 외 개폐소 및 철탑연계설비 등이다. 환경부가 공개한 ‘새

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 대기 물 토지 생활 사회경제 등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되었다.19) 2020년 2월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5월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허가를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3. 계획 및 건설 상의 이슈

3.1. 경제성 관련 사항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

금에 건설할 예정인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

금의 일부를 지역에 재투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연결시키는 방식

의 개발을 선택하였다.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발전단지 건설에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2백만 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 이러한 투자자금의 유입은 결국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설비 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의 고용 증대와 연

19) 한국수력원자력,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2019)
20) 새만금 개발청 보도자료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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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고 이러한 관련 기업 입주가 증가할수록 고용 효과는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의 유치를 통해 집적 효과를 높

여서 더 효율적인 클러스터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

지 사업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여러 기

업들을 유치하고 있다.21)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장비 

산업 유치와 발전소에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통해 그 파급효과를 장기

적으로 유지시킬 계획을 발표하였다.  

3.2. 환경 영향 이슈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등장하는 빛 반사, 주변 기후변화, 중금속 오

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우려는 여러 연구 결과 대부분 문제가 없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빛 반사의 경우, 보통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을 5 6%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의 외장 유리, 비닐하우스, 수면의 반사율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강화유리의 경우 빛 반사율이 7.48%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적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22) 또한 태양광 발전소가 주변 

지역의 일조량, 자외선, 대기 온 습도의 변화를 주는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1)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gcstory&logNo=221555186776&pa
rentCategoryNo=37&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
postList,,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gcstory&logNo=221555168977&
parentCategoryNo=37&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
postList 최종접속일 2019.4.22

22) 한국에너지공단 (2018), 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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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을 우려하고 있으나, 우

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크롬, 카드뮴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어 중금속 오염에 대한 가

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의 약 90% 이상은 유리, 폴리머, 알루미늄 등 독성이 없

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4% 미만이 독성 물질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폐 태양광 모듈에는 중량기준으로 0.1% 이하의 납이 포함되어 있다.23) 

또한, 태양광으로 인한 수질 오염은 태양광 모듈 세척으로 인한 지

하수 오염과 수상태양광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을 우려하나 거의 영향

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태양광 모듈 세척은 빗물, 지하수 또는 수돗물이 사용되어 세척 시 

화학물질이 사용되어 지하수가 오염된 것이란 주장도 있었으나, 이러

한 사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24)

수상태양광은 정부의 수질 및 퇴적물 분석 결과,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5) 수상태양광이 녹조를 발생시킨다는 우려는 

다수의 해외 연구에서도 태양광 유입 차단으로 녹조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다만,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차단으로 수중 광합성이 감소하여 용존산소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

생할 수 있으나, 국내 설치사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6)

23)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뮴-텔루라이드를 태양광 박막전지의 소재로 사용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2019), 15p.

24) Clean Energy Results(미국 메사추세츠주 에너지자원부·환경보호부·친환경센터, 
2015.6), 재인용: 한국에너지공단 (2018), 12p.

2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재인용: 한국에너지공단 (2018), 14p.
26) 이후승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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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방조제 안에 설치되는 해상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수상태양광과 달리 부식의 정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이를 저감하기 위해 부유체에 코팅하는 도료의 환경문제를 야기

할 위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정한상 외(2016)에 따르면, 구

조체 절단면이나 연결부에 생기기 쉬운 부식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

를 저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정 도료는 해양 환경에 위해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추후에 새만금 지역에서 태양광 보급이 확대에 됨에 따라 수명이 다

한 폐모듈이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향후 수거를 통해 

재활용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과 장비를 구축하고 재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과 실증, 재활용 제도 수

립과 수거 체계를 마련하였다. 2018년 10월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태양광

패널 재활용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였다. 2016년부터 충북 진천에 태

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재활용 사업 연

구결과가 자원순환과 비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는 2021년

부터 폐모듈 재활용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태양광 보급

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0년 초반에 설치된 모듈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내부 계산에 따르면, 2030년에는 수명이 다된 폐패널이 1,900톤, 2040년

에는 8만5,000톤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폐패널 유리의 약 90%와 

반도체 (희토류)의 95%를 재활용할 수 있어, 90% 이상의 부품을 재활

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활용 노력과 환경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태양광 

보급과 환경성이 양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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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역 수용성 영향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젼 선포 이후 군산, 김제, 부안, 전주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 2월부터 민관협의체를 발족하여 3

번에 걸친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발전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방안을 확정하였다. 이 방안은 총 2.4GW 개발 예정 

설비 중 약 31%에 해당하는 744MW의 설비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

해 발전사업의 수익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표 3-2> 지역 상생방안 요약

유형 내용 총용량 주민참여 후속결정사항

지역주도형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이익공유

500 500

- 지역별 용량배분
(군산 100MW 확정) 

- 사업주체, 주민참여방식, 
지역기업참여율 
지자체별 자율 결정 예정 

공사주도형
새만금개발공사의 
도시개발 재원 

마련 
200 14

계통연계형
새만금에 대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과 연계
300 90 - 사업성 분석결과 반영해 

조정검토 (한수원)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용지매립과 
기업유치 등 

새만금 개발 촉진
1,400 140 - 사업추진방식 협의 예정 

계
2,400

(100%)
744

(31%)

- 사업 미참여 주민 및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 
규모와 방법

출처: 이정필 (2019),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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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3-2>는 총 2.4GW 개발 예정 설비를 개발 형태에 따라 지역

주도형(500MW), 공사주도형(200MW), 계통연계형(300MW), 내부개

발 및 투자유치형(1,400MW)으로 세분한다. 지역주도형을 제외하고는 

설비의 일부분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새만금 개

발에 투자하고자 하는 다양한 참여자의 수요와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절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개발과 주민 참여 비중을 정한 것

이다.

지역주도형의 500MW 설비는 새만금 인근 도시인 군산, 부안 등의 

지자체에 용량을 할당하여, 지역 주민의 새만금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과 새만금 일대 어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공익재단 기금을 적립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

려져 있다.

<표 3-3> 지역주도형 사업 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역주도형
사업 용량

총 500MW

주민참여

모집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 1년 이상 전북 거주 주민
1인당 5백만원 ~ 2천만원 

15년 만기 투자
주민수익률 7% 수준

지역기업참여

지분참여 : 사업자(SPC) 자율결정
시공: 제안서 평가항목에 40% 이상을 만점으로 반영

기자재: 지역기여도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하되, 심사기준에 
지역기자재 등 제시

지역인력 
채용

지역기여도 항목 심사기준에 인력채용 명시 

출처: 이정필 (2019), 22p.



28

지역주도형 사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

이 1년 이상 전북에 거주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투

자금에 대한 수익률은 7%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에 

지역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지분 참여, 시공, 기자제 업체로 세분화 

하여 우대하고 있고, 지역 인력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역 주민 우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3.4. 고용 및 산업 관련 이슈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은 그 자체로도 큰 사업

이라 할 수 있지만, 그 투자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연관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 혁신 연구개발(R&D) 및 기술사업

화를 포함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부처

와 지방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혁신을 통해 새만금 일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결국 새만금 재생에너

지 개발은 기업을 유치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

조를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아래 [그림 3-7]). 이는 크게 지

역상생기금 조성, 국민투자형 펀드조성, 지역기업발전사업 참여, 신재

생 관광 센터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

지를 중심으로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 클러스터와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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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출처: 새만금개발청 (2018), 15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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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도입 방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는 등 환경 측면에서 화석연료기반 발전소에 비해 유익한 점

이 많다. 이러한 장점이 인식되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전반적으로 찬

성하는 시민의 비율은 높지만, 실제 이를 건설하는데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례로, 뉴스에 있는 주요단어로 빅

데이터에서 찾아주는 서비스27)를 이용해 “태양광 반대” 등의 뉴스 건 

수를 찾아보았다. “태양광 반대”의 내용이 포함된 뉴스의 건수는 2018

년 1067건에서 2019년 835건으로 다소 감소28)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풍력 반대”는 2018년 476건에서 2019년 448건으로 약간 증가하는 모

습이었다. 본 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주

요 연구 문헌을 살펴보고, 국내·외 좋은 사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

리하고,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수용성 증대 정책에 

대해 정리한다.

1. 국내·외 수용성 문헌 연구

이철용(2014)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수용성의 특징을 분

석하고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수용성 증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때 얼마나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

27) www.bigkinds.or.kr 최종접속일 2019.5.24.
28) “새만금 재생에너지 반대”는 각각 19건(2018년), 32건(2019년)이었다. “새만금 

태양광 반대” 116건(2018년), 51건(2019년), “새만금 풍력 반대” 63건(2018년), 20건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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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해외 사례와 비교하였다. 저자는 해외 연

구 문헌에서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이를 받아들이는 주체별로 또한 설비 건설 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그림 4-1 참조). 수용 주체가 국민인지, 지역주

민인지, 개발사업자인지에 따라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별로 수용성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시민의 경우, 미디어를 통한 홍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수용성이 영향을 받게 되고,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주는 일반적인 편익에 주목하게 된다. 직접 연관이 있는 지역 

주민의 경우, 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과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 이익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4-1] 사회적 수용성의 수용 주체별 분류

출처: 이철용(2014),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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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경우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사업착수단계와, 

공사진행단계, 그리고 운영단계 별로 수용성을 다르게 분석하기도 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발을 진행하는데 드는 총 비용과 

사업 개발 후 예상되는 총 수익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1달에 평균 4,554원을 더 지불할 의

사가 있는 것으로 저자는 분석하였고, 이는 일본의 20%, 미국 및 영국

의 30%, 이탈리아의 50%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29)

정성삼·이승문(2018)은 재생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공유제

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 연구는, 첫 번쨰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

익 공유 구축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국내 일반 국민 대상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

을 조사 분석하였고, 세 번째 부분에서, 신재생 발전소 주변 주민에 설

문 조사와 이익 공유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익 공

유 유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 분석 부분은 이익 공유 구축 시 분배적 정의 외에도 절차

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는 점이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점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익 공유 제도를 수립하는 절차

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

고, 결국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다양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익 공유 패키지로 운영을 하여 지역 공동체를 위해 사용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지역 주민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이익 공

29) 38p에 Mills 외 (2019)년 논문의 사례를 통해 후술하기로 한다.  



34

유 유형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이익 공유 유형을 모아 놓은 것을 이익 공유 패키지라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익 공유 제도들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이 이익 공유 패키지의 운영을 위

해서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외부 조직이 필요하고, 지방 정부 또한 지

역의 관심 사항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유 체계 구축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림 4-2] 에너지 전환 정책 인식 수준

출처: 정성삼·이승문(2018), 62p.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국내 일반 국민 대상 설문 

조사30)에서는 응답자의 77% 수준의 응답자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약 28%의 응답자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30) 이 조사는 웹조사를 기반으로 조사가 실시되었고, 행정자치부 발표 인구를 기반
으로 지역, 성, 연령을 기준으로 비례할당 방식으로 추출한 국내 735명 대상으로 
시행하였다.(정성삼·이승문 2018,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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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자는 이념 성향별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찬반이 나뉘는 

것을 파악했다. 이념성향에 보수로 답한 응답자는 22.6%만이 에너지

전환정책을 찬성하였고, 53.4%가 반대하였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약 64%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9.5% 만

이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약 43% 정도의 응답자가 

에너지전환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가 반대(6%는 매우 

반대)하였으며, 약 36%가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림 4-3] 정치 성향별 찬반 여부

출처: 정성삼·이승문(2018), 62p.

에너지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에 대한 심화 설문도 진행되었다. 아

래 [그림 4-4]에서와 같이 반대하는 의견 중 2/3(67%)의 응답자가 원

전 축소에 따른 공급안정성 문제를 가장 큰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그 

다음의 이유로는, 전력요금 인상 가능성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각 15.7%와 10.5%를 차지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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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로 분석되었다. 즉,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반대의 큰 두 가지 이유는 원전 축소에 따른 공급안정성 문제와 요금 

인상에 대한 걱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에너지 전환 정책 반대 이유

출처: 정성삼·이승문(2018), 63p.

에너지 전환 정책에 찬성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찬성의 이유를 

묻는 설문도 같이 진행되었다. 그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한 의견은 전환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 개선 가능성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4.5%를 차지하였고,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

환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약 30%(29.7%)나 차지하며 두 번째 찬

성의 두 번째 이유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소련

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통한 두려움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해

결하자는 의견이다. 세 번째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 자체가 에

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 중 약 25%의 응답자가 그 이유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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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또한 신재생의 분산 에너지적 특성과 일자리 증대와 관련된 두 

항목, 즉, 지역 에너지 공급 체계의 발달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발전

에 따른 일자리 창출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각각 4.1%와 6.6%가 

해당 항목을 선택하였다.

[그림 4-5] 에너지 전환 정책 찬성 이유

출처: 정성삼·이승문(2018), 64p.

이는 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크게 환경 보전과 안전상의 이슈

와 관련된 원인이 주를 차지하고, 그 외의 항목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부가적으로 파생시키는 결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선호를 직접 조사한 위 연구와 달리 풍력

과 같이 해외에서는 풍력 발전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으나 국내 설비 

보급이 많이 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 문헌을 통해 일반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해외에서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지 않고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시민의 경우는 풍력 사업에 대해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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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지지를 보내지만,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는 사실은 재생에너지 수용성 연구문헌에서 다루어지는 소재 중

에 하나이다. 이를 NIMBY의 근거(Petrova 2013)로써 설명하기도 하

고 이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수용성 문헌에서도 오래 전에 자주 다루

어졌던 분야라는 설명이다.31) 그러나 이러한 NIMBY로 복잡한 수용성 

이슈를 다루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풍력 수용

성 관련 문헌에서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나 “인식 발달”이 U자형 모

양을 따라 진행된다는 가설을 도입하였고, 이를 건설 이전-건설기간-건

설 후로 나누어 선호가 변하는 U-shape의 지역수용성으로 설명한다.32) 

[그림 4-6] U-shape의 지역 수용성

출처: Devine·Wright(2005), p130.

사업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지역주민의 경우도 일반 시민과 같은 수

준의 호감도로 풍력발전단지를 대하고 있지만(위 그림에서 before), 사

업이 실제로 제안되어 건설되기 시작하면 해당 설비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지게 된다(위 그림에서 during). 일단 발전소가 건설되게 

31) Not-In-My-Back-Yard
32) Devine Wright, 2005; Gipe, 1995; Krohn and Damborg, 199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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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주민이 개발 중이던 사업에 대해 품고있던 걱정이 근거 없음을 

확인하고 호감도가 다시 상승하거나(Warren 외, 2005), 이미 건설된 

발전소에 친숙해지며 호감도가 상승한다(Devine-Wright, 2005)고 설명

한다(위 그림에서 after). 이러한 U-shape의 선호는 여러 연구에서 다루

어졌다.

최근 연구 문헌에서 이러한 U-shape의 선호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 연구를 소개한다. Mills 외(2019) 연구는 이러한 가설에 대해 

육상풍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지역 거주민의 실제 자료를 수집하여 검

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미시간 주의 9개 지역에 거주하

는 주민 약 10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2016년에도 동일한 

설문 조사를 같은 거주민에게 진행33)하였다. 2년 동안 두 번의 설문조

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학자들이 정성적으로 가정한 U-shape의 선

호와는 다르게 풍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 밖에도 조사 결과에서 대부분의 주민이 풍력 

사업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한 반면, 건강상의 문제나 소음공해를 일으킨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육상

풍력 설비의 위치 선정 등의 사업 계획 절차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

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고한다. 반면에 절차적으로 불

공정하다고 인식될 경우, 2014년에 비해 2016년에 그 부정적인 인식

이 더 심화되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 보고했다. 이는 보통 풍력 관련 수용성에 대한 연구 문헌에서 종종 

33) 연구결과는 조사에 두 번 모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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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는 내용인 [그림 4-6]의 U-shape 형태의 지역 주민 수용성 형태

와 달리, 발전소 건설 전과 후에 발전소에 대한 인식이 일정하게 유지

됨을 알려준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프로젝트 개발운영사와 지역 정부

가 개발 과정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큰 폭으로 향상될 수 있고, 반대로 처음부터 절차상의 공정

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 주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기는 더 어려워짐

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2. 해외 수용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Best Practice) 연구

IEA(2013)은 풍력사업의 수용성 증대를 위한 좋은 사례와 가이드라

인을 정리하였다.34) 다섯 가지 주제는 1.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

책과 전략, 2. 주변 환경과 조망권을 포함한 주민의 행복과 생활 수준, 

3.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의 분배 디자인, 4. 절차적 정의

를 고려한 협의와 개입, 5. 실행 전략이다. 풍력 사업이 재생에너지 사

업 중 가장 까다로운 사업이므로 풍력 사업에 적용되는 수용성 관련 

특징을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 수용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

에서는 IEA(2013)에서 제시한 각 주제에 맞춘 가이드라인과 사례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34) 해당 연구는 풍력 사업을 특정하여 제시된 가이드라인이나, 풍력 사업은 재생에
너지 프로젝트 중 가장 수용성 문제가 까다로운 분야이므로, 다른 재생에너지원 
프로젝트 개발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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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앙 ·지방정부와 지자체를 위한 가이드라인 

2.1.1. 중앙정부를 위한 가이드라인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명시적인 목표와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계통 설비 계획

과 병행하는 에너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급 정책을 도입 시,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의 협력이나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 개발와 같이 

지역수용성을 촉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다. 독일은 

2001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지원제도

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강력한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수용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비용 편익에 대한 인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건강에 미치는 

요소 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2.1.2. 지자체 및 지방정부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자체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개발 계획과 함께 신재생에

너지의 보급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부지를 적극적으로 선정하고, 가능

하면 개발 불가능 지역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특정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 경험과 문화를 고려하고 

체계적인 인허가 단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커뮤니티나 거주민에

게 해당 프로젝트의 이익을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지역 에너지 정책 내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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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와 개발운영사 간의 원활

한 협의를 위해 추가적인 독립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정책을 설계할 

때, 투명하고 직접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에서 개발운영

사와의 정보 교환이 민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참여를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해당 커뮤니티가 재생에너지 프로젝

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설계

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덴마크의 예를 들 수 있다. 과거의 풍력 발전소는 

그 개발과정이 지역 주민 주도로 이루어졌으므로 수용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풍력기기의 규모가 커지고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대

지가 제한됨에 따라 지방 정부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환경부 내에 별도 독립기구(Danish Wind Turbine 

Secretariat; VIND 2012)를 설치하여 풍력에너지 관련 전문적인 조언

을 제공하였고, 개발에 대해 독립적으로 지방 정부를 도와서 공평하게

절차적인 체계를 설정하는데 좋은 사례가 되었다.  

네덜란드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원하는 독립기관인 네덜란드 기관

(Agentschap NL; ANL)을 설립하여 그 기관 내에서 풍력 지원단이 있

다. 이 기구는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최대한 돕는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에너지부 Wind Powering America (WPA 2012)는 주정부 및 

지자체, 지방 공공 기관, 시민 단체 및 주주에게 풍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로 수용성을 높였던 다른 지역의 경험을 공유하여 각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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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민의 행복과 생활수준, 환경 및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  

주민의 행복은 건강, 소음문제 수면 문제 등을 포괄하며, 생활 수준

은 경관의 변화에 따른 재산 가치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환경, 경

관은 관광 자원으로써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편익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 생활 수준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2.2.1. 생활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분배로 해결하거나, 지

역주민에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의 문턱을 낮춘다. 이익 

공유 모델을 제시하여 직접 관계된 지역 주민에게 우선 보상을 실시하

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낮은 가격의 전기 요금을 

제공한다던지, 커뮤니티 에너지 개발 펀드를 통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젝트가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주 외에도 근방의 지역 주민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익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사업인, 주민을 설비 계획, 건설 및 운영에 참여시켜서 간접적

인 이익을 분배한다. 

해당 프로젝트를 지역 축제나 관광 투어를 기획하여 지역의 자산으

로 활용한다.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 공정함과 프로젝트에 함께하

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개발 과정에 포함시키고, 지역 주민의 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걱정들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도움을 주는 것,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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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제공하는 중립적인 제3자 기관이 근거없는 걱정과 편견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2.2. 주민 행복/스트레스,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에너지 설비에 대한 반대는 고압전선과 관련 

계통 인프라 구축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빛 깜빡임, 소음 등의 문제35)

로 주민의 건강 및  

대표적인 사례로 덴마크 미들그룬덴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풍력발전

에 따른 소음과 그림자의 영향을 위치별로 조사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일반에 공개하며, 계획 단계에서 주변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을 고려하

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스위스의 경우, 풍력단지의 소음문제로 지역 주

민과의 논의로 야간 발전량 감축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해외의 환

경영향 평가에 발전소 건설에 따른 미래경관의 모습을 조감도로 포함

시켜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에 대응하기도 한다.

 

2.2.3. 생태계의 보존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게 되는 생태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자연보

전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 예정지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풍력 발전기 터빈 블레이드(날개)에 부딪혀 새들이 죽

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한 조류의 이동에 대한 연구와 보호 조류의 개

체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풍력발전기가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35) 풍력에 대한 소음 야간 조명(빛) 등의 가이드라인은 원문(IEA, 2013)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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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풍력발전소가 새들이나 박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수집된 정

보를 공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철새들의 경우, 새들이 무리지어 이동하는 시간 동안 발전소의 가동 

중지 조치나 레이더를 이용한 새떼 이동 감지가 필요하다. 

대표 사례로는 덴마크의 경우, 덴마크 어업협회가 어민들을 대표하

여 환경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발 지역에 있는 어류에 대

한 분석에 참여하여 풍력단지 개발 전, 개발 중, 개발 이후에 어장 보

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철새 떼의 이동이나 멸종 위기 조류의 경우, 충돌 위험

을 줄이기 위해 개별 풍력발전기의 출력감소(curtailment)를 진행하였

다. 철새 떼가 이동하기 쉬운 일출과 일몰 시간대에 운영자가 발전소

를 일시중단하거나, 첨단 장비를 이용해 레이다나 비디오를 통해 철새 

이동을 파악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이 도입됨. 한 프로젝트의 개

발과 함께 자연 개발(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발구역 일부에 댐

을 건설하여 주변에 서식하는 새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풍력단지에 

선박이 충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

다. 이는 조류와 오리의 개체수를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

다고 보고하였다. Delfzijl에 건설된 풍력단지에도 같은 과정이 이루어

졌다. 댐의 안쪽 육상에 건설되었으나, 해안가에 댐을 추가로 건설하여 

갈매기 개체수를 더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노르웨이의 경우, 조류의 개체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BirdWind 

project로 명명, Smøla 지역의 풍력단지 건설 이전과 이후에 연구를 진

행하여 개체수가 안정적임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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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용과 이익의 분배적인 설계

2.3.1. 운영개발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역 기업들을 설비 건설에 참여시키고, 지역에서 조달가능한 부품

을 구입하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주민과 커뮤니티를 발전소의 주주로 참여시켜 일정 부

분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과 관련 주민과 커뮤니티에게 개발 프로젝

트에서 생산된 전기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공한다. 

프로젝트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 같이 직접 이해 관계자 

외에도 간접 이해 관계자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직접 관련이 없는 

프로젝트에 인접한 인근 주민이나 대지 소유주에게도 참여를 허용해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발전소 설치에 따른 주

민의 재산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보상 체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2.3.2. 커뮤니티 및 지자체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역의 자원을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거나 스스로 개발할 수 있

는 지역 투자사를 설립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유틸리티 공

급자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네덜란드의 dorpsmolen 마을의 이익 공유 모델을 풍력터빈을 커뮤

니티에서 소유하고 지역 주민이 투자하여 건설하였다. 따라서, 이 터빈

에서 나오는 수익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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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커뮤니티는 풍력 발전소에 총 투자금액 중 1%에서 5% 

정도의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기관투자가들로부터 레버리지 방식으로 

지분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금융모델을 사용하였다. 미네소타, 아이

오와 등은 이러한 금융모델로 발전소 투자에 효과적으로 커뮤니티 참

여를 유도하였다.  

2.4. 절차적 정의를 고려한 협의와 참여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절차와 그 방식,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대한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가 받아들이는 인식은 사회적 수용성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2.4.1. 절차적 정의를 위한 원칙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과정에 주민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결

정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모든 의견, 위치, 신념 등은 존중받아

야 하고 투명성과 자료의 공개를 통하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절차적 과정에 각 지역의 문화적 지리

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2.4.2. 절차적 정의를 위한 방안

우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관련되는 주민, 커뮤

니티,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각 이해당사자에 맞는 의

사결정 참여 방식에 대해서 설정한다. 또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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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의사결정 과정 체계를 세운다. 또한 추후에 이러한 과정의 공정

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또한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2.4.3 해외 사례

캐나다의 경우, 독립적인 국가기관인 CanWEA36)를 설립하여 지속

가능한 풍력에너지 사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절차적 정의를 개발 사

업에 적용시켜 개발운영사에게 지역주민과 커뮤니티와의 참여하고 협

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영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풍력사업이 겪게 되는  수용성 이슈를 해

결하기 위한 절차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37)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절차에 대해서 기존 발전소 견학, 여러 차례

에 걸친 지자체 회의, 공청회를 통해서 수용성을 확대하고 지역 축제

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가져올 이익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3. 국내 재생에너지의 수용성 관련 제도 및 사례  

국내의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

하고 있고, 또한 지역 수용성 이슈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정부

는 수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기존 지원에 비해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주민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도

36) Canadian Wind Energy Association 캐나다 풍력에너지 협회
37) The Protocol for public engagement with Proposed Wind Energy Developments 

in Englan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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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였고38), 계획입지제도39)를 통해서 대규모 사업을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주민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의 노

력을 추진하고 있다.40) 이는 정부의 수용성에 대한 관심이 경제적인 지원

이나 보상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를 포함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수용성 증대 노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형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2019)에 따라 기존 태양광 사업에 국한하여, 부지임대

형, 지역지원금 연계형, 시민펀드형, 주민지분참여형, 직접사업형, 협동

조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주민의 공동 소유 부지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주민들은 그 임대 

수입을 얻는 방식41)으로 사례로는 괴산군 새마을회 토지, 제주도 감귤

폐원지 태양광, 가시리 마을공동목장 부지 임대 등이 있다. 괴산군 수

리 2구 새마을회 부지임대 태양광 사업 사례42)는 다음과 같이 추진된

다. 마을 새마을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5.4만평을 발전개발사인 맥

쿼리(사)가 발전소를 건설한 후 수익금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게 된다. 

16MW 태양광과 35MWh ESS43)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소 운영기간인 

38) 지자체 중심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으로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
하는 제도이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음. 

39)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지분에 지역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추가 인
센티브를 제공함. 

40)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주민수용성 강화 추진

41)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9)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42)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28 최종접속일 2019. 

5.24.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9) 재인용.
43) 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저장장치)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

장한 후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배터리와 유사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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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동안 부지에 대한 임대수익금을 매달 받게 된다. 

다음은 지역지원금 연계형44)으로 지역에서 마을단위로 지급된 마을 

발전기금을 태양광발전에 투자하고 주민들이 전력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모델이다. 이는 마을 공동의 기금과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겠다는 

마을 내 합의와 이를 추진할 인력이 있어야 한다. 강원도 인제군 남전

마을45)과 제주도 화순리 번내태양광발전46) 사업자가 이러한 모델로 

이익 공유를 실행하고 있다. 

시민펀드형 모델47)은 지자체나 발전사업자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개

발하고 지역주민들은 펀드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따

른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주민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펀드에 가입

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햇빛발전 펀드와 루트에

너지가 추진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이 이미 개발된 태양광발전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

으로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주민지분참여형 방식48)은 주민들이 지역에 개발되는 태양광발전 사

업에 대해 직접 투자를 통한 지분참여 방식으로 태양광발전 사업 초기

부터 주민들이 사업과정에 의견을 내고 이를 사업 전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이다. 사례로 철원군 두루미태양광 발전소, 전라남도 도민

발전소, 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태양광이 있다. 

44)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9)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45)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384630 최종접속일 2019.5.25.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9) 재인용.
46) http://www.seogwip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03 최종접속일 2019. 

5.25,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9) 재인용.
47)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9)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48)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9)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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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업 방식49)은 지역 주민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다. 이 방식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설치하고 소유하고 운영해 수

익을 얻는 모델로 주민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진행하게 된다. 경북 햇

살에너지농사, 전남 에너지농장, 함양군 주민참여형 태양광 에너지농

장사업, 녹색에너지연구원 마을기업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이 이에 해

당한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에 투자하고, 책임지고 운

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민들이 농지를 활용하여 직접 태양광발전사업

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축사 창고 지붕 등 건축

물 옥상이나 농업진흥구역 외에 위치한 비영농 토지나 유휴 경작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특성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자금조달50)

을 통해서 태양광 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인~4인이 

참여하거나 농업인으로 구성된 조합을 통해 사업 운영이 가능하여 지

속가능한 농민 공동체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늘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발전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이

다. 지역 주민끼리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부지에 직접 출자하여 운영함

으로써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태양

광발전협동조합 설립 요건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 신고로써 조합이 설립 가능하다. 최근에 이러한 협동조합

49)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9)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50)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융자지원, 대출금리는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함(이데일리(2018), 최종접속일 201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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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소 참여는 가상발전소를 통해 전력중개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

어지고 있다. 해당 사례에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전국의 다

양한 시민발전소들을 연계해 정책제안, 정보공유, 협력 활동을 하고 있고,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은 가상발전소 설립을 통한 전력중개사업에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51)

51)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2019), 활동연혁(최종접속일, 2019.5.21.), 
오철우 (2019.4.27.)(최종접속일, 201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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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가 이루

어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된 결과이다.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재

생에너지 사업들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수용성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확대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커뮤니티와 개발운영사(사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과 그

때마다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

리하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와 수립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므

로 이러한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환경평가를 객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구나, 사업자와 커뮤니티 간의 소통을 촉진하여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는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의 주변 환경과 조망권

을 포함한 주민의 행복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와 지역 

주민 커뮤니티는 각 지역 마다의 문화적 배경, 환경적 특징을 사업 추

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의 분배를 설계하는 부분은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이익 

공유 방안을 검토하여 적합한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간

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획시작부터 지역 주민과 이해관

계자를 적절하게 소통하며 그 의견을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는 것과 

그 절차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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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

게 하는 요소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류 및 조류 등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의 노력

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이

해관계자 및 커뮤니티 간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 가느냐의 문제로 요

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내용은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

는 방안들이다. 또한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이고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사업 개별

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논의를 진행하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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