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예방〮해결 위한

해외사례와 시사점

강 영 진

갈등해결학 박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갈등문제연구소장

[정책토론회] 에너지전환의 조건,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1



III. [해외사례]  재생에너지입지갈등예방법

- 차 례 -

IV.  [해외사례]  재생에너지입지갈등해법

V.  한국에주는시사점과과제

II. 유럽의재생에너지현황

2

I. 재생에너지입지갈등의구조와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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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입지갈등의구조

시설 설치-운영 주체
인근 지역 주민들갈등

구조

해당 지자체

갈등

성격
부정적 영향을 주는 특정 시설의 설치-운영 반대하는 기피시설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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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갈등의구조

LULU : Locally Unwanted Land Use  

공익시설설치관련다중의편익과특정지역의피해간상충

사회적 필요

다중의 편익

특정지역
피해/피해우려

시설 설치-운영 주체

편익 누리는 多衆

피해 입는

특정지역소수 주민

공공혹은민간의필요시설을설치또는운영하는과정에서

그로인한피해문제로해당지역주민들이반발해벌어지는갈등

기피시설

갈 등

갈등요인

갈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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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갈등의특성

 기피시설설치에반발하는갈등이벌어지면,대부분의경우해결이극히힘든속성

특정사안관련

대립적상호의존관계에서

서로의필요에의해이뤄짐

 대부분의경우추진측과반대측간상호의존성거의없음

 추진측은사업추진을전제로조건등을협의하려하는반면,  

 반대측은이를거부하고＂사업취소,백지화” 를 요구하며이를

전제로한협의에만 응하려는경향

협상
기피시설갈등

 갈등해결위한협의체구성부터곤란한경우가 대부분

 협의에응하는것은일단사업추진을인정한다는것으로비쳐지거나내부에혼선-분열상이

빚어질것우려

 그때문에처음부터협의체참여를 거부하는경우가대부분

반대측

 감정적으로격앙,적대적분위기에서심각한양상으로치닫는경향

 사업추진과정에서해당지역주민들의자결∙인정욕구침해분노유발

 사업을계속강행하려는데대해불신과적대감고조, 대립격화되기일쑤

 [시사점] 일단벌어지면해결난망기피시설추진시가장중요한것 “예방적접근법”



공익시설〮기피시설 추진과정의 기본 원칙

 사회 전반적으로는 필요하나 특정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의”

 시설 입지 등 주요 결정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로 이뤄져야 함

 그래야 갈등을 예방하며 조속히 원만하게 사업 추진하고 공익을 구현할 수 있음

절차적 정의 결과적 정의

결정과정 “참여”

절차적 정의 이론 Procedural Justice Theory

 입지에 따른 피해가 큰 시설일수록 주민대표 등 당사자들의 입지선정과정 참여 중요!

 <예>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할 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쓰레기매립장 같은 대표적 기피시설도 주민대표들이 참여해 입지 선정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큰 반발 없이 받아들이게 됨 (춘천, 장흥 등)

결과 수용

NIMBY NIMBI

Not In My Backyard! Now I Must Become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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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소각장 등 환경시설, 기피시설

핵심 쟁점

주민참여형 입지선정

설계-시공-운영상 안정성 검증

환경상영향조사, 주민감시장치

피해규모 조사-산정
⇒ 보상 주민복지시설, 운영수익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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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갈등의 단계별 쟁점과 해결 접근법

1 필요성

2 정당성〮공정성
- 입지선정 -

3 안전성

4 공정성
- 피해보상 -

해법-접근법

단계



II. 유럽의재생에너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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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종에너지소비분야별재생에너지비중증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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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ity production in Germany 1990 - 2015

[독일] 발전에서의재생에너지비중증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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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부터재생에너지가갈탄을능가하고최대발전원의위상점하기시작



2015년 풍력의 전력생산 비중 41.8%

2015년 풍력생산 중

• 해상풍력 생산량 비중 34.2%

• 육상풍력 생산량 비중 65.8%

• 서덴마크 풍력 자원이 더 좋음

출처: 권필석, 덴마크 풍력단지 개발 절차 및 주민참여 방안

[덴마크] 발전에서의풍력비중증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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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에너지에대한높은사회적수용도

III. [해외사례]  재생에너지입지갈등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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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별재생에너지사회적수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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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생에너지확충에대한여론의높은지지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나?Q

A 중요하다 89%

2017년 9월 유럽연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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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생에너지확충에대한여론의높은지지도

- 2017년 7월 여론조사 결과 -

독일 국민 중 95% 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



17

[독일]   자신의집근처에너지시설입지에대한수용도

 재생에너지시설 65%

 태양광 72% (94%)

 풍력 57% (69%)

 가스화력 20% (50%)

 원전 6% (5%)

 석탄화력 5% (14%)

(   ) : 이미 그런 시설이 있는 경우



Surveys commissioned by the German Renewable Energies Agency show: Support for the energy transition in 
Germany has been maintained on a very high level despite resistance against renew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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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신의집근처재생에너지시설입지에대한수용도

태양광, 풍력 발전소가 자신의 집근처에 입지하는 데 대한 지지율 70~80%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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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생에너지에대해우호적인이유

1. 우리 자녀와 자손의 안전한 미래에 기여

2. 기후변화에 대응

3. 독일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

4. 에너지 생산에 시민들도 참여할 기회 갖게 됨

재생에너지는…    (동의율)



2. 주민참여와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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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사례]  재생에너지입지갈등예방법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사

회와 주민들의 참여 중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MV)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의 20% 지분을 지역주민

들이 소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제정

 독일 역시 협동조합의 전통 강해 국민 4

명 가운데 1명은 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알

려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이후 재생

에너지 협동조합 급격히 증가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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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사업의주민참여, 이익공유제강화

자료 출처 : KOTRA 코펜하겐무역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독일

 지역소유제(local ownership), 풍력발전의 계획단계

에서부터 참여케 하는 guarantee fund 등의 제도적

장치로 지역 주민들에게 풍력발전시설이 거부감없

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큰 기여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지역(풍력 시설 4.5km 이내)의

주민이 풍력발전기의 최대 20% 지분을 살 수 있는 권

리 보장

 덴마크는 원래 협동조합이 강한 전통에 따라 풍력발

전사업에서도 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주

도적 역할

 전국의 풍력발전에서 협동조합이 점하는 비중은 80% 

내외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ct (2009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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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소유권분포

재생에너지

설비의 42%

개인-농민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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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소유권분포

육상풍력의 41%

개인-농민소유

태양광의 49.1%

개인-농민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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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협동조합 설립추세 2006 ~2016년

[독일]  재생에너지협동조합증가추이

2006년 이후 설립된

831개 재생너지 협동조합은

2016년말 현재 ---

 167,000명의시민들

 7,380억유로의조합자본

 1조8,400억원의투자액기록



 Durchschnitt 평균: 45

 Minimum 최소: 5

 Maximum 최대: 276

46%

24%

18%

12%

10%

0%

20%

30%

40%

50%

5 bis 20 21 bis 50 51 bis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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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생에너지협동조합설립당시조합원수



95%

2%2%
1%

Privatpersonen 개인

Unternehmen/Banken 회사, 은행

Landwirte 농업종사자

Kommunen/ö ff.Einrichtungen/Kirchen

지역사회, 공공재단,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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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생에너지협동조합조합원구성

 조합원중 95%가개인



 Durchschnitt 평균: 4.417 Euro

 Minimum 최소: 100 Euro

 Maximum 최대: 75.000 Euro

13%

45%

25%

13%

4%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bis 1.000 1.001 bis

3.000

3.001 bis

5.000

5.001 bis

10.00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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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생에너지협동조합조합원 1인당출자액



[독일]   이익공유제의실상

“경제적만족보다더중요한건정신적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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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의 조합이배당금지불 (2015년)

- 안드레아스 위그 (독일 재생에너지협동조합협회)

“이익/돈보다더중요한것은 가치”
 평균배당률은 3.84% (2016년)

 평균배당금은약 170유로정도

배당금으로 돌아오는 비율은 3.8%정도가 된다. 일년에 170유

로 정도밖에 안된다. 결국 돈 때문에 조합에, 재생에너지 사업

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무엇 때문인가? 

매년 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데 그 결과 중에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보다 어떤 가치있는 일이란 점이다.  

조합원들은 “내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시민으로서, 

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참여하고 싶다, 내가 조합

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독일]   이익공유제의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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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드레아스 위그, 독일에너지전환정책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의 역할

독일 헤센州 남부

슈타르켄부르크 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미샤 요스트

“조합원이 추후에 실망하지 않도록 배당금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해

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관한 것이므로 조합원들은 배당금

규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이란 단기간에 원금회수가 가능한 조

직이 아닙니다. 슈타르켄부르크 에너지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조합원들

이 지역현안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단 100유로(133,000원)만 출자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일]   이익공유제의실상

30출처 : A. Wieg-The Development of Energy Cooporatives in Germany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이 애타게 외친 것은 ……

국회 앞에서 절하는 밀양주민들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전문가협의체가 국회
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
은행 앞에서 밀양 주민들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집회 후
국회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  20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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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docid=k_tuvaKNyh6U1M&tbnid=hMTL2N0xK7e4mM:&ved=0CAYQjRw&url=http://www.youtube.com/watch?v=8A59rfRCXcA&ei=1corU6mADMejiAekyYCIBA&bvm=bv.62922401,d.dGI&psig=AFQjCNETvuVDkEqKSdIzV0Yy2ZVXlZBLJw&ust=1395464592720224


3. 규제와지원

[해외사례] 재생에너지입지갈등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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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음영 관련

 주거지역과의 풍력터빈 높이 4배 거리 확보

 이럴 경우 소음문제, 음영문제 대부분 해결

 해가 뜨거나 질 때 음영효과 범위가 넓어짐

 연간 10시간 이내 음영현상 규제

소음관련 규제

- 실외 기준 (건축물에서 15m)

• 8m/s 풍속 시 44dB

• 6m/s 풍속시 42dB

- 실내기준

• 6m/s 와 8m/s 시 20dB 

환경영향평가(EIA)대상

 150m 이상의 육상풍력에 관해 항공과 주변 경관에 대

한 평가

 150m 이하에서는 지자체 권한

 25kW 이하 풍력발전기는 통보로 가능

- 이하 덴마크 관련 내용 출처 : 권필석_덴마크 풍력단지 개발 절차 및 주민참여 방안 33

[덴마크]    풍력발전 환경관련 규제



육상풍력 해상풍력

설비용량 4047MW 1294MW

갯수 5602 509

(1MW 이하) 4620 10

(2MW 이상) 619 499

25kW 이하) 1431 0

육상풍력 해상풍력

설비용량 1264MW 5MW

갯수 2515 10

(1MW 이하) 2442 10

(1MW 이상) 18 0

25kW 이하) 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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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풍력발전 설비 규모별 현황



덴마크 독 일 영 국

실적 • 지역주민 참여형이 가장 발달
• 전통적으로 분산형 에너지 정책에

주민참여가 활발
• 아직 미미한 상황

지원현황 • 법적 장치 마련

• 이전 분산형 에너지 정책의 도움

• 법적 장치는 없지만 다양한 방식

의 지원

• 2014년부터 지원제도 확충

(DECC)

지원정책

• 주민참여에 호의적이지만 FIT 

정책의 감소로 예전보다 지원

이 줄어듬

• 지방은행을 통한 쉬운 자금조달

• FIT 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 DECC의 주민참여 지원 제도

• 지역주민참여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사결정

파이낸스
현황

• 협동조합(Co-ops) 자금 조달

혹은

• 은행을 통한 개인 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

• 협동조합 자금조달

• 은행 재쟁에너지 관련 대출프로그

램 다양

• 민간기업, 국가펀딩프로그램, 

협동조합

주요 이슈

• 사업초기에 자금 도입이 용이

• 금융권 접근성이 좋음

• FIT 감소로 참여율 감소

• 금융권 접근성이 좋음

• 금융접근성 어려움

• 지역주민과 함께 투자를 진

행할 동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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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내용



• 1980년대 –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계획없이 풍력 개발

•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풍력 자원 맵을 업데이트

• 1999년에는 국토 전반에 대한 풍향조사 완료

- 25, 45, 70, 100 미터 높이로 200평방미터의 해상도의

wind atlas 를 계획단계에 이용

- 지역 개발자에게 예비조사 부담 경감

- 장기계획에 도움

- 송전배전망 계획에 도움

• 2013년에는 Danish Wind Turbine Certification Scheme 에

따라 윈드터빈의 디자인, 생산, 설치 관리 등 세부사안에 대

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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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지원제도 1. 전국토의고도별풍력지도개발-제공



• 개발업체는시간에제한없이신청가능

• 개발업체계획 draft 제출

• 지자체는구역내풍력단지개발지에대한지식

(wind atlas)`

• EIA 평가대상 : 80미터이상높이나 3개이상

의터빈그룹

• 지자체는환경영향평가절차와리포트작성

책임

최소 2주간 draft 사전검토

덴마크 풍력 개발 절차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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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지원제도 2. 풍력사업추진절차상의지원

권필석_덴마크 풍력단지 개발 절차 및 주민참여 방안



• 환경영향평가 제출 후 공청회

• 최소 8주 지속

• 참가 대상 관련 재산권 침해자

• 지역 주민, 관련 이해관계 대상자

• 이의 및 대안 제기

• 개발주체는 이해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보여줄 의무

(컴퓨터 그래픽 등의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

• Local plan(green scheme)

평균 소요기간 34 개월 (유럽 평균 42개월)

덴마크 풍력 개발 절차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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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지원제도 2. 풍력사업추진절차상의지원



 Guarantee Fund  : 지역 풍력 소유자 그룹의 예비조사시 조사비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

 풍력 시설 4.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최소 20%이상의 주식에 대한 경매

강제 조항

 풍력 관련 시설로 인한 재산권 가치 하락분에 대한 전부 보상

 재자연화 혹은 공공건물의 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지역 경관과 휴양적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펀드 마련

 주민참여 법적지원 관련해서는 덴마크 TSO 인 Energinet.dk 주관

Danish Renewable Energy Act (2009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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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지원제도 3. 주민참여에대한법적지원



 반경 4.5km 이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 20%이상의 주식을 먼저 매매할 수 있는 권리 부

여 (해상풍력 제외)

 입찰과정을 거친 풍력발전기, 자체전력소비를 위해서 설치한 풍력발전기, 시험용 풍력발전기의

경우에는 지역주민 소유권구매 우선제도를 강제할 수 없음

 지역주민 소유권구매 우선제도에 해당하는 풍력발전의 운영주체는 독립법적개체이어야 하고 만

약 풍력발전의 운영회사가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운영회사의 부채 규모를 적시해야함

 주식 판매 정보 문서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리포트가 포함되어야 함. 

 소유권 판매는 판매공고 후 최소 4주 동안 지속되어야 함

 주식구매는 위에서 언급한 4.5km 주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판매

가능하고 하나 이상의 풍력발전기가 건설될 경우 가장 가까운 풍력발전기를 기준으로 4.5km 반

경을 계산

 만일 4.5km 반경 이내의 주민들이 20%의 주식을 구매 못하였을 경우 남는 분량은 그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판매가 가능함

 만일 해당 지역주민들이 할당된 주식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개발업자 임의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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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지원제도 4. 지역주민소유권우선구매제도



 풍력 개발업자는 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높이 25미터 이하의 풍력

발전기나 해상풍력은 제외)

 만일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재산이 풍력발전기 높이의 6배의 거리 밖에 위치할 경우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클레임접수비용(재산건당 4000kr(한화로 80만원))을 지불해야 됨

 피해보상 합의시 혹은 피해보상이 인정되면 클레임접수 비용은 환불

 양자합의가 안될 경우 독립적인 가치평가기관에서 금액 조정

 가치평가기관은 의장 1명, 가치평가전문가 1인을 최소단위로 구성(인력풀은 덴마크 기후에너지

부서 담당)

 협의기간(phase 4, 슬라이드10) 안에 주변 재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팅 주체

 미팅 통보는 지역신문에 고지하는 식의 합리적인 사전 고지 필요

 가치평가기관이 재산권 침해를 판단할 경우 법률비용은 풍력개발업자가 지불

 재산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클레임 접수 비용이 법률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사용되

고 나머지 비용은 덴마크 TSO인 energinet.dk 가 부담

 이러한 일련의 일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energinet.dk 책임하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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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지원제도 5. 인근주민들의재산권보호

 2009년 1월부터 발효된 법(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ct)에 따라 육상 풍력발전기 설치

로 인해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전을 정부에서 하고 있음. 



 육상풍력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경관과 휴양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에 지원금

을 주는 제도

 지원금은 kWh 당 0.05 유로센트로 풍력터빈 하나당 22,000시간 피크로드시간 동안 지급

 3MW 풍력터빈의 경우 36000유로 정도의 지원금이 Green Fund 명목으로 나올 수 있음

 지원금 지급은 육상풍력이 전력망에 연계되었을 경우에만 지급

 덴마크는 풍력발전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인 도움 제공

 주민 소유 (local ownership)과 풍력발전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케 하는 guarantee fund 

등의 법적지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풍력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큰 도움

 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은 덴마크 고유의 오래된 협동조합 문화에 기인(에너

지 부문에서는 지역난방 등에 확대에도 큰 역할)

 최근 FIT 지원 감소와 해상풍력 증가로 풍력발전으로의 주민 참여가 줄어드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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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지원제도 6. 경관보호펀드(Green Fund)



5. 사업추진과정의전문적지원체제

[해외사례] 재생에너지입지갈등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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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EM : Engage STakeholdErs through a systEmatic toolbox to Manage new energy projects 

- 기술 프로젝트의 책임자와 관련 이해당사자(NGO, 정책결정

자, 지역시민사회 등) 사이의 의사소통 시작, 개선

- 최종적으로는 해당 기술 프로젝트의 사회적 수용도를 개선

하기 위해 프로젝트 책임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계획 개발

① 프로젝트의 역사, 맥락과 행위자들

② 비전 형성

③ 갈등관계에 있는 쟁점들의 확인

④ 대안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⑤ 합의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⑥ 행동계획 확인단계

유럽연합은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의 도입

이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여 실패하는 것

을 예방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2006~2008년 동안 새로운 기술 프로젝트

의 핵심적인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성

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도구

개발 지원

- Create Acceptance 

(Cultural Influences on Renewable Energy 

Acceptance and Tools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strategies to promotE

ACCEPTANCE among key actor groups)

- 그 결과물 중 하나가 ESTEEM 모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_『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유럽의 ESTEEM 방법론 적용을 중심으로』

목적

과정

이 과정을 관장하는 주체는 컨설턴트

-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ESTEEM 모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역할 담당

- 6단계의 전 과정 중 컨설턴트는 프로젝트 책임자와의 관계에서 평가자, 조력자, 매개자 역할 수행

컨설턴트의역할

[유럽연합]    ESTEEM - 중립적컨설턴트에의한지원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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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STEEM - 중립적컨설턴트에의한지원체제

< ESTEEM 진행절차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_『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유럽의 ESTEEM 방법론 적용을 중심으로』



IV.  [해외사례] 재생에너지입지갈등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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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전환위한갈등해결전문기구설립-운영

<예> KNE Competence Centre for Nature Conservation and Energy Transition 

 에너지전환 추진에 따른 환경갈등의 원만한 해결 위해 정당 간에 합의로 설립

 연방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받으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의 민간기구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이라는 두개의 큰 가치가 현장에서 충돌하는 데 따른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2016년 7월 1일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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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에 본부(20명)가 있고, 갈등해결 전문가 풀을 형성해 전국 각지에서 활약

 본부에는 갈등해결,  대화프로램,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3개의 부서

 대화 프로그램 : 유네스코 자연유산보전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문제 등

 갈등해결 :  전국적으로 36명의 전문가 활동 중.  9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과정 통해

전문가 양성

 KNE 외에 각 주 정부 산하에 에너지전환 전문기구(Energie Agentur)에서 갈등해결 지원역할



일본의 경우 2008년 국가주관 전력설비 전자파 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전력설비 전자파 영향 역학조사, 

대국민 공개 및 이해 증진 활동, 국가공인 전자파 안전기준 마련 등으로 관련 논란과 갈등 해소 역할

`

일본 전자파 정보센터(JEIC)

□ JEIC 설립배경

○ 일본 경제산업성 주도로 전자파 정책에 대한 논의 시작(2007년)

○ “대국민 전자파 이해증진 활동”을 중립적 입장에서 수행하기 위한

정부, 전력회사 참여 JEIC 설립(2008년)

□ JEIC 조직운영

○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자파 관련 이슈를 조정하는 별도 기구로 활동

○ 전력회사들로부터 분담금 형태로 매년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며,

6개 전력회사로부터 직원이 파견 지원됨(총 직원 : 10명)

○ 감사위원회(대학교수, 시민단체, 언론, 의사)에서 연 2회 감사를

시행하고 익년의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이를 통해 중립성 확보)

□ 주요 업무수행

① 전자파 관련 국내외 자료확보(필요시 외부 용역 활용)

② 자료 신뢰성 분석 및 평가(내·외부 전문가)

③ DB 구축 및 이해증진 활동 수행

⇨ 전자계 관련 최신 정보제공, 설명회 개최, 전자계 측정서비스 등

□ JEIC 운영효과

○ 전자파 관련 자료조사 및 정보제공을 통한 대국민 “전자파 인식 제고”

○ 전자파 관련 불확실한 우려 확대 재생산 사전 차단

○ 각종 연구논문 DB구축 및 정확한 정보제공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객관적 이해증진 활동 전개
48

[일본] 전자파영향관련전문기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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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에주는시사점과과제



[배경요인] 재생에너지에대한사회적인식과수용도

현재 정부는 원전(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

하는 이러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 10월

“적극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 

2018년 6월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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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조사

Q

A

77.8%



 재생에너지 설치로 인해 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

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실화, 주민참여 및 사전 협의절차 강화

 유럽에서 활용하는 ESTEEM 방식 등 활용 : 전문적 컨설턴트가 중립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정을 검토-자문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이 별 갈등 없이 원만히 추

진되고 인근 환경 및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운영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

하도록 하는 방식(이익공유제)을 제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설이 지역사회와 공존-

상생하도록 하고 갈등 예방 및 최소화

시사점 1.  재생에너지갈등예방위한제도적장치와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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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와이익공유모델에기반을제공하는협동조합과같은사회적경제활성화, 제도화

 사회적경제조직의공익성과수익성을확보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공

기업 등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역별재생에너지사회적경제조직설립표준매뉴얼마련및홍보

- 지역별 재생에너지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

관 등에서 전담하여 설립 지원

 재생에너지융복합모델개발및사회적경제조직참여방안마련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농어업(임산물 및 약초재배, 농작물 재배, 양식업)간 융복합 모델 개발하고

관련 법령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우대 근거 마련

- 재생에너지의 1차산업 간 융복합 사업추진 시 관련부처가 운용하는 기금 등의 지원 추진

- 재생에너지사업과 1차산업 간 융복합 시 관련 규제 또는 부담의 전향적 면제․유예

시사점2. 주민참여・이익공유형사회적경제활성화기반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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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3. 이익공유보다더중요한것은가치의공유, 참여욕구

“조합원이 추후에 실망하지 않도록 배당금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해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가

는 삶의 터전에 관한 것이므로 조합원들은 배당금 규모

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에 투자한

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지역현안에 직접 참

여하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독일 슈타르켄부르크 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미샤 요스트

독일 재생에너지협동조합협회
안드레아스 위그

배당금으로 돌아오는 비율은 3.8%, 일년에 170유로 정

도밖에 안된다. 돈 때문에 조합에,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

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은 돈보다 어떤 가치있는 일이란 점이다.  조합원들은

“내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시민으로서, 내 땅

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참여하고 싶다, 내가 조합

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밀양사태의교훈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docid=U2887KsygfVERM&tbnid=S5EhrC5j6BitRM:&ved=0CAYQjRw&url=http://www.redian.org/archive/62419&ei=psgrU46WJMqyiQf9s4CwDQ&bvm=bv.62922401,d.dGI&psig=AFQjCNETvuVDkEqKSdIzV0Yy2ZVXlZBLJw&ust=139546459272022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docid=U2887KsygfVERM&tbnid=S5EhrC5j6BitRM:&ved=0CAYQjRw&url=http://www.redian.org/archive/62419&ei=psgrU46WJMqyiQf9s4CwDQ&bvm=bv.62922401,d.dGI&psig=AFQjCNETvuVDkEqKSdIzV0Yy2ZVXlZBLJw&ust=139546459272022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docid=k_tuvaKNyh6U1M&tbnid=hMTL2N0xK7e4mM:&ved=0CAYQjRw&url=http://www.youtube.com/watch?v=8A59rfRCXcA&ei=1corU6mADMejiAekyYCIBA&bvm=bv.62922401,d.dGI&psig=AFQjCNETvuVDkEqKSdIzV0Yy2ZVXlZBLJw&ust=139546459272022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docid=k_tuvaKNyh6U1M&tbnid=hMTL2N0xK7e4mM:&ved=0CAYQjRw&url=http://www.youtube.com/watch?v=8A59rfRCXcA&ei=1corU6mADMejiAekyYCIBA&bvm=bv.62922401,d.dGI&psig=AFQjCNETvuVDkEqKSdIzV0Yy2ZVXlZBLJw&ust=13954645927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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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3. 지원보상< 사업참여,        이익공유<가치공유

이익공유제 가치공유제
사업추진
운영과정

지역사회∙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이나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이들이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해줘야 함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의미있는참여

 재생에너지조합의 배당금 등 경제적 보상은

액수 등에서 큰 의미 갖기 힘든 수준

 환경, 기후변화, 지역발전, 주민자치 등 공

동체적 가치를 위해 의미있는 활동을 한다

는 의식 등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추구하는

차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마을 인근 환경이나 경관 등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

요한 것은 사업초기부터 주민들과 협의

하고 의미있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주

는 것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형식적이지 않

고 지역주민들과 충실한 협의가 이뤄지

는 실질적인 절차가 되도록 할 필요

 결국, 이익공유제를 넘어 가치공유제가 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사업참여, 절차적정의

 주민들이 지분을 사거나 조합원 자격으

로 참여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공동의

추진 주체로 참여할 뿐 아니라, 사업체

운영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



 에너지 분야 갈등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갈등해결 전문기구를 상설적으로 설립-운영

- 갈등 발생 시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기 전 조기에 대응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불필

요한 비화를 막고 갈등비용 최소화 (예: 독일 KNE)

 Mediation 등 미국 유럽에서 활용되는 전문적 갈등해결 프로세스를 우리 사회의 여건

과 에너지 분야 갈등의 특성에 맞게 접목-개발해 활용

- Mediator, Facilitator 등 갈등해결의 전문적 영량을 갖춘 중립적 전문가 양성-배치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학교 또는 에너지·건설 분야에 종사했던 은퇴자들이 갈등

해 결 전문과정을 거쳐 중립적 전문가로 활약하도록 지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정책사안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나

국민들의 참여와 숙의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공론화 기구 설치-운영

시사점 4.  조속한갈등해결위한독립적상설전문기구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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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전자파 정보센터 설립-

운영

<예>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주도로 설치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 저주파 등의 인체영향 관련 논란 해소, 그에 따

른 갈등의 조속한 예방과 해결에 기여

 운영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활용

 운영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중립적 구성-운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수

용성 확보

 SRF,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인체용향 관련 정보제공 기능도 수행

시사점 5. 전력설비전자파의정확한영향조사를위한전문기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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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