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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 제한

반대

생태계 영향

소통 부족

피해보상 불만

고용창출 부족

사업 경제성
부족

【출처】 · 고창·부안 지역주민 소통 간담회 (’15.8)

· 전원개발실시계획 주민의견 (’15.12)

· 부안군 의회 결의문(’16.2)

해상풍력단지

해상풍력사업자 지역주민

조업감소

• 에너지개발및시설보호우선 • 어업활동 지장으로 사업 반대

이해 상충

•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사례 (한국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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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① 지역사회와의갈등 ➔ 대화불가
☞조업구역축소에따른생계곤란으로해상풍력반대

② 친환경대책부족➔인허가지연
☞공유수면점·사용인허가(Х), 행정심판(Х), 해역이용협의(Х)

③ 사업개발난항➔경제성악화

☞사업지연에따른개발비용증가, 통행제한에다른 점·사용료부담

① 사업초기주민의견수렴미비 ➔ 주민참여개발

② 시설안전, O&M만고려단지설계 ➔ 친환경·어업설계

③ 풍력사업경험부족에따른시행착오 ➔ 해외사례분석

원인및대책

사업자 지역주민

합의

보상

갈등

사업자 지역주민

의견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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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개발

친환경친어업

해외사례분석

해양공간공동이용

새로운소득원창출

양식생산량증대

통항허용및문제점검

안전구역설정

수산자원조성

<개선방향>

주민소득증대

<개선목표>

일자리창출

안전한통항

해상풍력수산업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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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수
단

공간적 갈등과 접근 인적 안전 : 위험과 책임 자산 손실 : 위험과 책임 경제적 기회 감소 생태 자원 영향

소통

. 합의: MOU, 공존 계획 등

. 항구 운영 관계자 그룹

. 정부-산업계, 산업계간 그룹

. 어업 연락관

. 어업 대표

. 케이블 통신 및 인지 시스템

. 항해도 갱신

. 안전 통신시스템

. 정부-산업계, 산업계간 그룹

. 어업 연락관

. 어업 대표

. 항해도 갱신

. 안전 통신시스템

. 합의(입지선정/책임)

. 환경 모니터링 계획

. 운영 검사 및 유지보수 계획

. 정부-산업계, 산업계간 그룹

. 어업 연락관

. 어업 대표

. 항구 운영 관계자 그룹

. 정부-산업계, 산업계간 그룹

. 어업 연락관

. 어업 대표

. 수산업 역량 강화 (능력배양)

. 환경 모니터링 계획

. 정부-산업계, 산업계간 그룹

. 어업 연락관

. 어업 대표

해양 계획 . 해상풍력 호환성 평가
(예: 어업 중요 지대)

. 해상풍력 호환성 평가
(예: 수산업 중요 지역)

설비 설계, 
건설, 운영

. 풍력 및 케이블 시설 입지, 
경로 및 설계 최적화

. 선박 이동 고려

. 터빈 micro-siting

. 건설 스케쥴 조정

. 어업활동 접근 최대화

. 항구/연안 지역 개선

. 최소 영향 케이블 루트 선정

. 터빈 표식

. 선박 이동 고려
. 터빈 표식
. 선박 이동 고려
. 케이블 매설
. 케이블 유지보수
. 과도한 저인망 조사
. 최소 영향 케이블 루트 선정

. 항구/연안 지역 개선

. 과도한 저인망 조사
. 거품 커튼
. 소음 유발 활동의 스케쥴링

수산자원 증대 . 서식처 개선
(아직 사례 없음)

수산자원 관리 . 수산 자원 관리 수단들

사업 개선

. 어민 개개인 안전

. 보험 보조
. 보험 보조
. 어선 개량(예: 엔진, 유지보수 등)
. 어구 개발 혹은 개조 지원
. 분실/손상 어구 기금

. 어업 공동체 기금

. 어민 대상 연료비 보조

. 지역 수산업 촉진

. 분실/손상 어구 기금

. 신규 어업 기회를 위한 훈련

. 벤쳐 사업: 연료 인프라/판매

. 어민/선박 고용

. 관광, 여가 등 다른 역할

. 지역 바이오디젤 생산설비

. 보험 보조

. 어선 개량(예: 엔진, 유지보수 등)

. 어구 개발 혹은 개조 지원

협력 연구 . 공동으로 데이터 수집, 
영향평가 연구

. 공동으로 데이터 수집, 
영향평가 연구

보상적 저감 . 보상 합의 (개인/집단)

출처: SeaPlan(2015). Op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Commercial Fishing and Offshore Wind Energy Industries : A Review of Relevant Tools and Best Practices 

Matrix of best practices for interactions between offshore wind and commercial fishing industriesMatrix of best practices for interactions between offshore wind and commercial fish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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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 해상풍력단지 내 저인망 어업 기록 (Kentish Flat, 영국)

※출처: L. Wever 등/  Marine Policy 5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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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제 안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해양이용 현황> <해상풍력단지 내 양식장 제안 (AWI,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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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단지 내 공존어업은 해상풍력사

업자와 어민이 공존활동 규칙에 합의하고

공존운영시스템을 통하여 해상활동 스케줄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는 계획적 어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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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기술

기술 개요

구성 요소

운영시스템

新 양식방법 운영 플랫폼 다기능 인공어초

해상풍력단지 (예정)

어업 실증단지 위치 어업 실증단지 구성

☞면적: 6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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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목적해상플랫폼설치➔해상풍력단지내수산업공존을위한거점구축

② 현장실증➔효과검증(수산물생산성및안전성)

①플랫폼설치

②현장실증

풍력단지(예정) 풍력단지(예정)

양식단지자원조성

인공어초설치(어류) 사석투하(해삼등)

해조장설치(해조류) 포켓방식양식(패류)
- 낚시 공간 및 조망 기능
- 환경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해양생물의 은신처, 먹이공급처 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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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식방법개선 ➔ 현장조건에최적화된고부가가치양식기술발굴

(A) 중간육성후포켓망이식(성장기간단축) (B) 자연먹이사슬활용동시양식(관리비용절감)

② 인공어초형상개선 ➔ 세굴방지, 저수심·연약지반적용성향상

①양식방법개선 ②인공어초개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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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양식단지

인공어초 ( 트라이강재형, 용승형)

인조해조장 (4대)

부유식 양식장

200m조류방향

자연석

복합양식단지 구성

복합양식단지내생물증식개요도§ 대상 어종 : 패류(굴, 가리비, 홍합), 해조류(다시마, 미역), 해삼

§ 수하식 양식설비 내환경, 구조안전성 실증

→ 해상풍력단지 내 적합성 검증

- 종별 성장률, 생존율 측정 (상품성, 사업성 검증)

- 실험대조구로서 통영 연안 실험 병행 양식장

외해양식 경과

<수표면 해조류 양식>                     <수확한 굴>

<복합양식 단지 설치 전경>         <수중 다단식연승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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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설비

§ 인공어초 5종 38기, 자연석, 인조해조장 설치

- 세굴방지 및 수산자원조성효과 동시 충족

- 신규개발 세굴방지형 어초와 기존 어초 비교 평가

- 해저질을 고려한 어초 배치 및 설치 방법 다양화

어초 투하 효과

<세굴방지형> <사각복합형> <개량요철형><트라이강재어초, 용승어초>

어초 시설 조감도

<트라이강재어초>                                     <용승어초> <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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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업과풍력시설의안전과환경을고려한공간설계 (O&M 구역, 보호구역, 양식구역)

② 해상활동안전관련정보서비스실시간제공 (해상활동위험도, 기상·해양정보)

①단지공간안전설계 ②고객정보서비스

어업, O&M 등해상활동에

필요한날씨, 해양, 위험정보를

Mobile을통하여실시간제공

네트워크구성

해상풍력단지내공간을케이블등시설물과선박통항안전을고

려하여용도별배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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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예보시스템

환경정보 제공 App

§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지원/관리 시스템

- 해상활동의 안전성 확보

- 공존 활동의 효율적 운영

- 기상/해양/환경/수산 Big Dat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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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

플랫폼 주기둥 Bio Hut 트라이강재 어초

인공 해조장 주변 연승 수하식 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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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실증단지(2019 ~ ) 서남해 시범단지(2022 ~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38. . .

해상풍력

실증연구

건설 운영설계, 인허가

실증단지 내 64ha 사업

건설 운영설계, 인허가

실증

시범

사업화 연구

공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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