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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various community investment renewable project models are being implemented to increase community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An important factor for enhancing local acceptance is that renewable energy projects have a positive 
effect o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such as income increase or job creation for residents and local companies. To maximize the 
local economic effect of large-scale community investment renewable energy projects, this study developed an evaluation index for 
local economy activation, whose indicators are the local return on investment, local companies’ participation, local job creation, 
regional cooperation, transparency, and governance. Analysis of existing evaluation indicators and current renewable projects, 
financial analysis, and expert interviews were used in this research. The pilot evaluation determined that, the local economic effect 
was high in the following order: a fund investment wind project (Gangwon), benefit-sharing wind project (Jeju), and general wind 
project. In particular, residents' investment amount, the number of participating residents, and the amount and transparency of the 
regional cooperation fund were key factors to expand the effect of local economy activation. This evaluation index could be used in 
public bidding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such as offshore wind zoning areas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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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2030년까지 48.7 GW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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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지ㆍ윤성권ㆍ윤태환ㆍ김윤성

10  신･재생에너지

설치할 계획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을 공공이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이다.[1] 한편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

업 추진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사업의 지연 요소로 

작용하자, 정부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민참여

형 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재생

에너지 발전소 반경 1 km 이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5인 이상이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는 2016년

부터 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2020년 9월 기준 공공부문 발전사

업자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 184건(24.2 GW) 중 

57%(71건, 13.7 GW)가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07)’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할 것임

을 발표했다.[3]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증가하면서 일정 부분 

주민수용성이 증진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재생에너지

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한 것이 현실이다. 1 km 반경에 포함되지 못하여 투자에 

참여하지 못한 인근 주민, 보상이나 지원 과정에서 배제된 

이해관계자 등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수용성을 높일 방안

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주민수용

성은 지역사회 기금(Community Benefit Funds) 제공과 

같은 이익공유, 주민 공동소유 및 투자참여(Community 

Co-ownership), 그리고 지역고용 및 조달과 같은 지역경

제 활성화 효과 유발 등을 통해 제고할 수 있다.[4~9] 우리나

라는 이익공유와 주민 투자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의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제도나 검토가 부족하다.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

계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창

출되고 지역업체의 매출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

화된다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재생에너지 역량강화, 지역 

소득 증진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윤성 외(2021)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소득증대, 지역기업 매출 증대, 지자체 세수 증대 등으

로 지역경제에 직접적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

다.[10] 이 연구는 이러한 지역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

여, 재생에너지 사업 공모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공모평가에 일부 지역경제 관련 항

목이 포함된 것이 유일한 사례일 정도로 드물다. 그 외 사

업 인허가 과정에서도 지역경제 효과를 유도하거나 평가하

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논의에 따르면 향후 

풍력 사업은 지자체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때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동 평가지표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통한 재생

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첫째로 국내외 선행 재생에너지 사업 공모 및 

경매 평가지표를 전수 조사하여 지역경제와 관련된 평가항

목을 분석하고, 지표간 비교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

요 항목을 선별하였다. 또한 선행 자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행 우리나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례 및 제도의 비판

적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경제 평가지

표 항목을 개발하였다.

둘째로는 평가지표 항목별로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고, 각 항목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김윤성 외

(2021)에서 주민참여형 사례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

석한 결과에 따라,[10]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항

목 순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항목별 평가기준은 국

내외 관련 제도/사례 중 가장 우수한 사례(best practice)

을 만점으로 준용하였다. 현재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

업의 지역경제 효과 관련 연구나 사례가 매우 부족하여, 이

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인식되는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벤치마킹하여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에 따라 대규모 

주민참여형 풍력 사업 사례를 시범적으로 평가하였다. 아

직 완공된 사례가 없기에, 추진중인 사례 중 재무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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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한 강원도 펀드형 풍력 사례와 이익공유형으로 완

공되어 운영 중인 제주도 풍력 사례를 선정하고, 대조군으

로 일반 풍력을 가정하여 비교하였다. 개별 사업별로 재무

분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효과를 산정하고, 앞서 개발한 평

가지표에 따라 종합 점수화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

화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탐색적 성격의 연구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개별 

프로젝트 개발과 유지관리 단계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효

과에 한정하였다. 대규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확대되는 추세로, 완공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자료 획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체적인 수치 

확보가 가능한 개별 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가정을 더

하여 시범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추

후 완공된 사례가 늘어나고 자료 공개가 선행된다면, 더욱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업 유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

된다.

1.3 선행연구 검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및 주민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

분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연구되어

왔다. 어떠한 이익공유 유형이 주민수용성 제고에 효과적

인지, 이익공유를 통해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

식과 수용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등이 주로 분석되었

다. Rudolph et al.(2014), Action Renewables et al. 

(2015), Allan et al.(2011) 등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

한 커뮤니티 소유권과 이익공유체계, 지역조달 등이 지역

에 편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주민수용성이 향상된다고 분

석했다.[6,7,11] 국내에서도 정성삼･이승문(2018), 이경민･윤
순진(2018)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현금 지원 및 발전소 공

동 소유 유형의 이익공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은 지역 차원

이 아닌 국가 전체 차원으로 주로 연구되어왔다. 대표적으

로 NREL의 JEDI(Jobs and Economic Development) 모

델을 활용해 풍력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연구가 있다.[14] 

JEDI 모델은 산업으로 인해 직접, 간접, 유도된 경제적 영

향을 평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풍력 산업의 지출로 인

해 발생하는 것이며, 간접적인 영향은 기본 상품 및 서비스

에 대한 수요 증가의 결과로 후방 산업에 발생한 것을, 유

도된 영향은 직･간접 수혜자의 재투자 및 지출로 인해 발생

한 것을 의미한다.[14] Lantz E.(2008)는 네브래스카에 2030

년까지 7.8 GW의 신규 풍력 발전을 개발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주에 초래할 경제 개발 영향을 JEDI 모델로 분석하

여, 건설 및 운영 기간의 일자리,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경제

활동 증가액, 토지 임대료, 풍력발전단지의 재산세를 예측

하였다.[14] 그 외 대부분의 연구들은 재생에너지의 고용유

발 효과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왔다.[15~17] 국내 관련 연구들

은 대부분 산업연관분석 모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18~20] 이들은 태양광과 풍

력 제조업의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계수를 분석하여,[18] 

화력발전이나 제조업의 평균 계수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분석하였다.[19,20]

선행연구들은 산업 전반의 거시적인 경제효과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개별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미시적

인 지역 경제효과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선

행연구 검토 결과, 주민참여형 사업이 지역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효과 분석 차원의 연구는 부재했

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고용 창출을 포함하여 주민소득 증

대, 지역업체의 매출 증대, 지역상생기금 등 보다 다각적

으로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하여 평가지표에 반영하고자 하

였다.

한편, 본 연구와 같이 재생에너지의 지역경제 효과 평가

지표를 구축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었다. Jenniches 

(2018)는 평가지표를 구축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어떤 기준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제 효과 분석을 하

고 있는지 메타분석을 하였다.[21] 가장 많이 나타난 평가항

목은 고용 인원이었으며,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 재정적 영향 평가가 다음

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의 급여, 토

지소유자의 이익(임대료), 총 생산량, 총부가가치 및 GDP,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소득 및 관련 투자와 매출액 등

이 뒤따랐다.[21] 국내 연구 중 재생에너지에 대한 평가지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으며, 고재경 외(2018)가 시군 

에너지정책 평가 모형을 구축하여 에너지 정책성과 및 역

량,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에 대한 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22] 이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은 평가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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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간 격

차를 줄이고 정책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현황과 문제점

2.1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현황 및 정책 검토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설비 REC 가중치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풍력, 태양광 등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지역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

이 많아지자, 주민을 투자에 일정 부분 참여시켜 수익을 공

유함으로써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현실화하려는 목적

이다. 동 제도는 태양광(500 kW 이상), 풍력(3 MW 이상) 

발전소 반경 1 km 이내에 소재(해상풍력은 5 km 이내)하

는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최소 5인 이상이 지

분･채권･펀드 형태로 투자에 참여할 경우 주민참여형 설비

로 REC 가중치 우대를 받는 제도이다. 2016년 이 제도를 

처음 마련할 때에는 지분참여만을 인정했으나, 2018년 동 

제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지분투자형, 채권형, 펀드형 

등 다양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

졌다. 주민 참여 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 사업비의 

2%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0.1을, 자기자본의 20% 및 총 

사업비의 4%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0.2를 적용한다.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본조신설2020. 

10.20.)에 따라 주민참여로 인한 추가 가중치 수익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20년 5월 기준, 주민참여형 설비로 REC 가중치 우대

를 받은 발전소는 총 22건(총 127.66 MW)으로 집계되었

다. 대부분 500 kW~2,600 kW 수준으로 중규모 태양광 

발전소였다.

몇몇 지자체는 지자체 조례 차원으로 주민참여 및 이익

공유를 제도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

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자와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

서를 체결하고,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

(표준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당하는 표준 매출액 비율을 

해당 발전사업자의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기부 받고 있

다.[23] 또한 신안군, 해남군, 전라남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

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이 지분 등으로 참여하고, 발전

사업자가 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

하고 있다.[24~26]1)

한편, 해외에서는 이익공유 패키지(Benefit Sharing 

Package)와 공동소유권 모델(Shared Ownership Model)

을 중심으로 이익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풍력사

업자가 지역사회와 이익제공 협정(Community Benefit 

Agreement)을 맺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사추세

츠주는 이를 의무화하였다.[27] 스코틀랜드와 영국 정부는 

이익공유를 제도화하지는 않았으나 풍력사업자가 운영기

간 동안 매년 MW당 5,000파운드를 지역사회 기금으로 자

발적으로 공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28,29] 호

주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도 풍력단지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 중 일부로 지역 지원 기금을 조성하도록 권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5,8] 한편, 덴마크, 영국에

서는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지분참여 권리를 법

으로 보장하고 있다. 덴마크는 ‘재생에너지촉진법(Danish 

Renewable Energy Act 2009)’에 근거하여 지역주민 소

유권 우선제도를 운영, 풍력단지 4.5 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최소 20% 이상 지분참여 권리를 보장해왔다.[30] 

영국은 ‘사회기반 시설법(Infrastructure Act 2015)’에 근

거하여 공동소유권(Shared Ownership) 모델을 형성, 5 

M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사업비의 5% 이상 주민참

여를 독려한다.[31] 독일도 최근 재생에너지법(EEG 2021) 

개정으로 지역주민의 20% 투자참여를 보장하고, 인근 지

역사회 지원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32]

2.2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의 유형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

자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동조합형, 지분형, 

1) 신안군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발전사업자가 개발이익공유화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주

민과 신안군이 발전소 법인 등 지분율의 30% 이상 참여하도록 했

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1MW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자 자

기자본금의 20% 이내의 도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권장하도

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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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펀드형, 직접사업형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협동조합형은 일정 인원 이상의 주민들이 

법인의 형태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사업자가 되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지분참여형

은 주민이 중･대규모 개발사업의 일부에 지분형식으로 참

여하여 소유권을 갖고, 발전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을 지분

율에 따라 배당받는 방식이다. 펀드형과 채권형은 간접투

자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지분은 갖지 않지만 투

자하여 정해진 수익을 일정 기간 받는 형식이다. 특히 커뮤

니티 펀드는 지역주민에 한정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개인 

투자 금액에 한도(일반 시민은 발전소당 5백만 원･최대 2

천만 원, 지역 주민은 발전소당 4천만 원･최대 1억 원)가 

있다. 직접사업형은 주민이 직접 사업에 투자,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한편, 주민이 투자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사업자가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주민에게 일정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

은 이익공유형(benefit sharing) 재생에너지로 볼 수 있

다. 이익공유 방식으로는 마을 기금, 부지 임대료 지급, 현

금 지원, 현물 편익 등의 유형이 있다.

2.3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주민참여가 전혀 없는 마을기금, 보상, 현물편익 등 

주민 반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한되어 이익공유가 

활용되었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별 사업의 수용성 확대

에는 기여했으나, 공평하고 투명한 이익분배, 지역의 성장, 

재생에너지에 대한 역량 강화 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이익공유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다보

니 주민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거나, 사업자가 주민들

로부터 사업 동의를 얻는 대신 불합리하게 과도한 요구를 

받는 경우도 나타났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주민들의 실질적인 투

자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

역에서는 사업자가 소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법인에 일정 

금액의 투자비를 대출해주고 투자에 참여시켜 REC 가중치

를 획득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즉 지역주민들이 

자본 투자 없이 출자수익만 매월 받는 것은 단순 현금 지원

과 다를 바 없으며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주민

들은 발전소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책임이

나 의무없이 불로소득을 받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즉, 현행 

이익공유와 주민참여 사례들은 소수의 주민에게만 참여 기

회나 혜택이 돌아가고, 공평성,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

어 전반적인 지역 수용성 증진이나 지역 상생 기여로는 이

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 국내외 재생에너지 공모평가지표 검토

지역경제 효과 평가지표 항목 및 기준 개발을 위하여 현

재까지 실시된 국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모 혹은 경

매 평가지표를 전수조사하였다. 특히 각 지표 중에서도 지

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항목 및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새만금개발공사에서 공고한 새만

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및 3구역 모집공고와 군산시에서 공

고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모집공고를 검토하였으며, 

해외 사례로는 일본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에서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19년에 마련한 “일반 해역 점용 공모 

제도의 운용 지침”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재생에너지 프로

젝트 경매 선정 기준, 대만의 해상풍력 경매 요건을 분석하

였다.[33~38] 각 사례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평가항목

은 아래 Table 1에서 볼 수 있다.

검토 결과, 주민 투자 참여, 지역업체 EPC 참여, 지역사

회 기여도(기금 조성, 지방세 납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

안,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기자재 조달, 지역과의 조정 능

력 등의 항목이 있었다.

각 모집공고 별로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

금개발청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의 평가기준을 보면

(Table 2), 채권형 주민참여 비율 10%를 의무조건으로 하

며, 100점 만점 중 지역경제와 관련된 항목을 25점(가점 5

점 포함) 가량 두고 있다.[33] 지역업체 시공 참여 비율은 

40% 이상을 만점으로 두고 절대평가를, 그 외 지역경제 활

성화 방안 계획, 민원해소방안, 지역사회 기여 등 비계량 

평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전북 소재 기자재 

활용 50% 이상 사용 권장’을 명시하고 있다.[34] 한편, 군산

시가 주도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은 지역기여와 주

민참여를 보다 강조하여, 주민참여 비율 80% 이내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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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view of evaluation index for public offerings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related to the local economy

Projects Evaluation indicators related to the local economy

Saemangeum solar power 

project Zone 1

(Out of 100)

Resident investment (duty)

- More than 10% of resident investment (bond type)

Project execution plan evaluation (20 points)

- Construction participation rate of local companies (7 points)

- Regional economy activation plan (local contents, manpower recruitment, etc.) (7 points)

- Appropriateness of system interconnection and civil complaint resolution (6 points)

Additional points (5 points)

- Contribution to the local community (evaluation within the construction period)

Saemangeum solar power 

project Zone 3

(Out of 100)

Resident investment (duty)

- More than 10% of resident investment (bond type)

Economic evaluation (10 points)

- Evaluation of EPC participation rate of local companies (10 points)

Evaluation of operation and completion plan of solar power plant (5 points)

- Local economy activation plan (realization of social value, local contents, manpower recruitment, 

and local cooperation plan, etc.) (5 points)

Saemangeum solar power 

project Zone 2

(Out of 100)

Resident investment (duty)

- Within 80% of resident investment (bond or fund type)

Quantitative evaluation (10 points)

- Evaluation of EPC participation rate of local companies (10 points)

Qualitative evaluation (70 points)

- Local economy activation (reliability and suitability of local economy activation plan, use of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and equipment, manpower recruitment, etc.) (20 points)

- Understanding of regional-led projects (15 points)

- Citizen participation plan (Citizen participation rate, profit rate, citizen participation detailed 

action plan) (35 points)

Regional contribution (3 additional points)

- Preferential treatment for corporations subject to local tax 

Offshore wind power 

auction in Japan

(Out of 240)

Economic ripple effect (10 points)

- Regional economy ripple effect (10 points)

Regional coordination (20 points)

- Coordination performance with the heads of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10 points)

- Possibility of cooperation and symbiosis with neighboring routes and fishing (10 points)

Renewable energy projects 

auction in South Africa

(Out of 100)

Socio-economic development (30 points)

- Job creation (25%)

- Local content (25%)

- Ownership (15%)

- Socio-economic development (15%)

- Preferential procurement (10%)

- Management control (5%)

- Corporate development (5%)

Offshore wind power 

auction in Taiwan

(Out of 100)

Engineering design capability (20 points)

- Engineering design and procurement plan (including local participation plan, if any)

-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plan (including local participation plan, if any)

Operations and maintenance capability (15 points)

- Local industry development plan

- Operation and maintenance plan (including local participation plan, if any)

Connection to Taiwanese Financial institution (10 points)

- Local financial institution participation (more than 20%) (10 points)

Source: Saemangeum Development Corporation (2019); Gunsan-si (2019); Saemangeum Development Corporation (2020); Japan 

METI (2019); IRENA (2019); Jones D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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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valuation criteria related to the local economy for Saemangeum solar power project Zone 1

Element Division Evaluation criteria

Resident investment Duty More than 10% of resident investment (bond type)

Construction 

participation rate of 

local companies

Evaluation
10 points (over 40% of the joint supply and demand ratio), 8 points (35% to 40%), 7 points 

(30% to 35%), 6 points (25% to 30%), 5 points (15% to 25%)

Qualitative 

evaluation
Evaluation

Score by evaluation item x weight (%)*

*Relative evaluation (weight): A grade (100%), B grade (80%), C grade (60%), D grade (40%), 

E grade (20%)

Local contents Recommend
Recommended to use at least 50% of the delivery rate for equipment and materials 

companies in Jeollabuk-do

Community 

contribution

Evaluation 

(additional 

points)

Self-evaluation of evaluation member

*Example = investment scale (maximum 3 points) + feasibility and rationality of 

investment plan (maximum 2 points)

- Investment scale: over 2 billion (3 points), 1 billion to 2 billion (2 points), 500 million 

to 1 billion (1 point), less than 500 million (0 points)

- Feasibility and rationality of investment plan: excellent (2 points), good (1.5 points), 

fair (1 point), poor (0.5 points), very poor (0 points)

Source: Saemangeum Development Corporation (2019)

화하고, 100점 만점 중 80점을 지역 관련 항목으로 평가하

고 있다.[35] 

다음으로 일본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은 전력가격(120점)

과 사업실현성(120점)으로 나누어 총 240점 만점으로 평가

가 진행된다.[36] 이중 지역경제 파급효과(10점)와 관계 행

정기관과의 조정(10점) 및 어업 등과의 상생(10점)으로 총 

30점이 지역과 관련있는 항목이며,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특정 기준 미달 시 실격될 수 있다. 즉, 일본은 해상풍력 사

업에 있어 지역 및 어업인과의 상생과 지역 경제 기여도를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입찰 선

정 단계에서 가격 점수(70점)와 사회･경제적 개발 점수(30

점)를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한다.[37] 각 항

목별로 임계값(Threshold)과 목표값(Target)을 정하고, 

임계값과 목표값 사이 성과에 대해서는 10점을, 목표값보

다 높은 성과에 대해 10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사회･경제적 개발 총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30% 가중

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른 공모평가와 다른 점은 흑인, 

여성 등의 쿼터를 따로 둠으로써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풍력 프로젝트 

개발회사 주식의 최소 12%는 흑인 남아프리카인이, 또 다

른 2.5%는 지역사회가 보유해야 하며, 여성 소유의 공급업

체가 전체 조달 금액의 5% 이상 차지할 것을 목표값으로 두

고 있다.[38]

마지막으로 2018년 1월에 발표된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

트 경쟁입찰 1단계(3.5 GW 용량) 선정 기준을 보면, 기술능

력(60점)과 재정능력(40점)으로 구분된다.[38] 기술능력은 

건설(25점), 기술 설계(20점), 운영 및 유지보수(15점)로, 재

정 능력은 재무 건정성(30점), 대만 금융 기관과의 연계(10

점)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만은 프로젝트 선정에서 지

역 조달 및 산업 개발, 지역 금융 활용에 강조점을 두고 있

다. 설계, 조달,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의 지역 참여 계

획, 지역 산업 개발 계획, 지역 금융 기관 참여 등 100점 만

점 중 45점이 지역 기자재 및 금융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특히 금융의 경우에는 20% 이상을 현지 금융 기관에서 

조달할 경우 10점을 부여하는 요건을 명시했다.

6가지 모집공고의 지역경제 관련 항목 검토 결과, 공통

적으로 나타나면서 배점이 높았던 항목은 지역주민의 투자 

참여와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지역 기자재 조달이었으며, 

지역사회 기여(지역 상생협력)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그 뒤

를 이었다. 평가 총점 대비 지역경제 관련 항목 점수의 비

율은 12.5%~83%로 사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평균은 

약 37%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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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local economic indicators by evaluation index cases

Indicators
Saemangeum 
solar power 

project Zone 1

Saemangeum 
solar power 

project Zone 3

Saemangeum 
solar power 

project Zone 2

Offshore wind 
power auction 

in Japan

Renewable 
energy projects 

auction in 
South Africa

Offshore wind 
power auction 

in Taiwan

Local investment, ownership O (duty) O (duty) O (duty) △ O O

Participation of local 

companies in EPC and O&M 
O O O △ O O

Job creation O O O △ O △

Local content O O O △ O O

Community contribution O O O O O △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
X X X O X X

Ratio of local economic 

elements score to total score
30% 20% 83% 12.5% 30% 45%

Source: Own analysis

4.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평가지표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평가지표(안)

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앞 절에서 수행한 국내외 재생

에너지 사업 공모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개발과 관련된 ‘지역 투자 수익’, ‘지역 기업 참여’, ‘지
역 일자리’ 항목과, 기부금, 현물편익 등 지역 발전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지역 상생협력’ 항목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지역 투자 수익과 지역 기업참여에는 각각 30점으로 100점 

만점 중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그 이유는 앞선 선행 공모

평가지표 검토 결과 공통적으로 두 항목의 배점이 가장 높

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윤성 외(2021)의 주

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재무분석 결과에서도, 지역주민

의 투자 수익과 지역기업의 매출이 지역경제 활성화 금액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특히 직

접투자에서는 지역주민의 투자 수익, 간접투자에서는 지역 

EPC와 O&M 매출액이 지역경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두 항목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크다

고 판단되어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그 중요도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에 20점을, 지역상생협

력에 10점을 부여했다.

선행 공모평가 지표에는 없었지만, 2.3절에서 검토한 현

행 우리나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거버넌스’ 항목을 새로 

개발하였다. ‘투명성’은 기존 이익공유 사례에서 나타난 소

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이다. 이 항목에는 10

점을 부여하고, 지역 상생협력 기금 계획이 투명하고 공정

하게 운영되고 배분되는지를 비계량 평가하도록 구성하였

다. ‘거버넌스’는 공공이나 지자체가 해당 재생에너지 사업

에 협력하고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

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자체나 지역 기관의 참여를 높여 

지역 의 이익을 보다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이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일본에서도 해상풍력 경매의 경

우 지자체와의 협의 능력을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였다. 거버넌스 항목도 비계량평가를 실시하고, 우

수한 정도에 따라 가점을 5점까지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

에 따라 개발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평가지표는 아

래 Table 4와 같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지역경제 평가지표는 지역 투자 

수익(30점), 지역 기업 참여(30점), 신규 지역 일자리 창출

(20점), 지역상생협력(10점), 투명성(10점), 거버넌스(가점 

5점) 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점수는 각 항목별로 차등 기

준에 따라 만점에서 점수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사업비 대비 주민참여금액이 10%인 경우 10%~ 

15% 구간에 해당하므로 16점을 부여받게 된다(Table 5).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모든 항목 점수의 합이 해당 사업

의 최종 지역경제 평가점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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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valuation index of local economy effect for large-scale renewable projects

Element (points) Description Points

Criteria

Evaluation 
standard

Differential criteria

Local return on 

investment 

(30 points)

Ratio of resident investment amount to total 

project expense (%)
20

20% or more 

perfect score
2 points per 5%

Ratio of the number of participating residents 

to the number of residents of the local 

government (%)

10
10% or more 

perfect score
1 point per 1%

Local companies’ 
participation*

(30 points)

EPC participation rate of local companies (%) 

(excluding equipment costs)
10

40% or more 

perfect score
2 points per 10%

Value of local content spending (%) 10
50% or more 

perfect score
1 point per 1%

O&M participation rate of local companies (%) 10
40% or more 

perfect score
2 points per 5%

Local job creation

(20 points)

Local labor cost ratio to total labor cost 

(man-days) (%)
20

40% or more 

perfect score
2 points per 5%

Regional 

cooperation 

(10 points)

Amount of benefit sharing fund to project cost 

(investment scale) (%)
5

5% or more 

perfect score
1 point per 1%

Implementation plan and feasibility of regional 

cooperation plans
5

Qualitative 

evaluation

Annual plan and feasibility of 

regional cooperation plan**

Transparency

(10 points)

Transparency in power plant ope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plans
10

Qualitative 

evaluation

Disclosure of progress of 

regional cooperation plans / 

external audit

Governance

(5 additional points)
Local government/public cooperation

5

(additional)

Qualitative 

evalu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business, rent, brokerage, 

cooperation for licensing, etc.

Total 　 100 　

* The “local company” refers to a company who registers a business type for constructing general constr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or has a license for the electric construction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and conducts business activities with a head office or main business place in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where the renewable project is conducted. It means a person who has a business place and 

conducts business activities. At this time, the main business place refers to a business place with sales exceeding 50% of total 

sales.

** Highly evaluated when long-term local cooperation measur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ional corporation and 

attracting factories or branches are included. (Examples of regional cooperation measures: Community fund, in-kind benefits, 

energy price reduction, scholarship support, 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regional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technology training,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etc.)

Source: Own analysis

각 항목별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지역 투자 수익은 

주민참여 금액과 참여 주민 수 두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된

다. 금액은 사업비 대비 주민참여금액의 비율(%)로 20% 

이상 만점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20%의 기준은 우수사례

(best practice)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의 풍력 주민 소유

권 우선제도 사례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덴마크에서는 

풍력단지 4.5 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력발전의 

최소 20% 이상 지분 참여 권리를 보장한다.[30] 우리나라에

서도 새만금 1, 3구역의 경우 채권형으로 10% 주민참여를, 

새만금 2구역에서는 채권 혹은 펀드형으로 80% 주민참여

를 실시할 계획이므로[33~35] 20% 기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

단된다.

주민의 참여 금액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주민

만이 참여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효과로 보기 어려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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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ample of evaluation by each sector (quantitative 
evaluation)

Ratio of community participation 
amount to project cost (%)

Score

20% or more 20

15% or more and less than 20% 18

10% or more and less than15% 16

5% or more and less than 10% 14

More than 0% and less than 5% 12

0% 0

Total Evaluation Score = ∑(Score by element)

Source: Own analysis

다. 주민참여는 투자액뿐만 아니라 참여한 주민 수가 많을

수록 소득분배 효과가 상승한다.[10] 따라서 참여한 주민 수

가 많을수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게 평가되도록 해

당 기초지자체 주민 수 대비 참여 주민 수의 비율(%)을 평

가부문으로 반영하고, 10% 이상 시에 만점이 되도록 설정

하였다. 현재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REC 가중치 우대는 반

경 1 km 이내 읍면동 거주 주민에 한정하고 있지만, 대규

모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2~4% 이상

을 조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초지자체 단위로 

범위를 넓혀서 참여 주민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2) 따

라서 기초지자체 단위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우수사례 

원칙에 따라 강원 펀드형 풍력 사례의 참여 주민의 수(예상

치)를 바탕으로 10% 이상이 만점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두 번째 항목인 지역 기업 참여는 지역업체의 EPC 참여

비율(%)(기자재비 제외)과 O&M 참여비율(%), 지역기자재 

사용 비율(%)로 구분하여 각 10점씩 부여했다. 재생에너지 

산업 특성상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과 같은 기자재의 제작

뿐만 아니라 기자재 운송,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 등 다양

한 분야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와 운영비에서 상

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 개발 시 

EPC와 O&M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40] 지역기자재 사용 비율의 경우에는 새

만금 사례에서 50% 이상 권장하고 있어[33] 각각의 만점 기

준으로 준용하였다.

세 번째 항목인 신규 지역 일자리 창출은 총 인건비 대비 

2) ‘해상풍력 발전 방안(2020.07)’에서 정부는 사업비가 큰 해상풍력

에 대하여 주민참여 범위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39]

지역 인건비(man-days)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펀드형 풍력(강원) 사례를 준용하여 40% 이상

이 만점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네 번째 항목인 지역상생협력은 지역사회 기금의 금액과 

이행계획으로 나누어서 평가했다. 기금 금액은 영국 대규

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커뮤니티 펀드 사례를 참조

하여 사업비의 5% 이상을 기부하였을 때 만점이 되도록 하

였다. 영국은 사업자가 커뮤니티 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지

역사회 환경개선 및 활동지원, 어업 지원 등 다양한 커뮤니

티 사업을 선정･지원한다.[31] 이에 단순 금액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생협력 계획 이행방안과 실현가능성 

항목을 추가하여 매년 기부금의 이행 계획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비계량평가하도록 하였다. 지역 상생협력 방안의 

예시로는 지역사회 기금 조성, 현물편익, 에너지 가격 인

하, 장학금 지원, 지역 인프라 개발, 지역 기관 역량 강화, 

직업 훈련, 에너지 교육, 환경개선 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단순 현금･현물 지원보다는 공장 유치, 지사 유치, 신규지

역법인 설립 등 장기적인 지역 상생 방안 포함 시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구성하였다.

다섯 번째 항목은 투명성으로, 발전소 운영 및 지역 상생

협력의 투명성을 외부감사 시행 여부, 지역 상생협력 계획 

공개 정도 등에 따라 비계량평가하였다. 영국의 경우 별도 

외부 기관에 커뮤니티 펀드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며, 주민

들에게 공개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선정･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31] 이러한 투명성을 평가함으로써 지역

사회 기금 혜택이 특정 소수 인원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

라,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가점 항목인 거버넌스는 지자체, 공공의 협력 유무를 비

계량 평가하였다. 군산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과 펀드형 

풍력(강원) 사례와 같이 지자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혹은 사업부지 임대, 사업 중개, 인허가 협조 등의 협

력이 가능하다.

5. 평가지표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평가

앞 절에서 개발한 지표에 따라 주민참여 사업 사례별 지

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시범적으로 평가해보았다.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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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valuation of local economy impacts in large-scale renewable projects

Element (points) Description

Fund investment wind 
power (Gangwon)

Benefit sharing wind 
power (Jeju)

General wind 
project

Value Score Value Score Value Score

Local return on 

investment 

(30 points)

Ratio of resident investment amount to total 

project expense (%)
2.01% 12 0% 0 0% 0

Ratio of the number of participating residents 

to the number of residents of the local 

government (%)

More than 

10%
10 N 0 N 0

Local companies’ 
participation

(30 points)

EPC participation rate of local companies (%) 

(excluding equipment costs)
40% 20 40% 20 40% 20

Local job 

creation 

(20 points)

Value of local content spending (%) 40% 10 40% 10 10% 4

O&M participation rate of local companies (%) 0 0 0 0 0 0

Local labor cost ratio to total labor cost 

(man-days) (%)
40% 10 40% 10 40% 10

Regional 

cooperation

(10 points)

Amount of benefit sharing fund to project cost 

(investment scale) (%)
1.69% 1 10.34% 5 1.69% 1

Implementation plan and feasibility of regional 

cooperation plans
n/a n/a Y 5 N 0

Transparency 

(10 points)

Transparency in power plant ope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plans
n/a n/a Y 10 N 0

Governance

(5 additional 

points)

Local government/public cooperation

Participation 

in business 

of local 

governments

5

Securing and 

operating 

funds of local 

governments

5 N 0

Total 100 68~83 65 35

Source: Own analysis

풍력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를 계획 중인 사례는 많으나, 완

공된 사례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자체

가 SPC에 참여하여 개발 중인 펀드형 풍력(강원)과, 주민

이 투자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부지 임대료 및 제주 풍력

이익공유화기금을 통해 이익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익

공유형 풍력(제주)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일반적

인 풍력 사업을 가정하여 세 사례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를 각각 평가･비교하였다. 평가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

과 총점은 펀드형 풍력(강원)(68점~83점) - 이익공유형 풍

력(제주)(65점) - 일반 풍력(35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펀드형 풍력(강원)은 지역 투자 수익, 신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 참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강

원도청의 SPC 참여로 거버넌스 5점 가점을 받아 총 68점

을 기록했다. 특히 지역의 투자 수익에서 다른 두 사례 대

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비 대비 주민참여 금액 비중이 

높고 1 km 이내 읍･면･동 거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기초지

자체 시민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 주민 수가 많아 

지역 투자 수익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상생협력 계

획 이행방안과 투명성 항목의 경우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점수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

후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다면 총점이 최소 68점에

서 최대 83점까지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이익공유형 풍력(제주)은 신규 지

역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 참여, 지역상생협력, 투명성 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제주도에서 풍력공유화기금 

확보 및 운용을 하고 있으므로 거버넌스 가점 5점을 받아 

총점 65점을 기록했다. 앞선 펀드형 풍력(강원) 사업과 달

리, 지역 주민의 투자가 전혀 없어 투자 수익에서는 0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

유화 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발전사업자와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를 체결하고,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표준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당하는 표준 매출액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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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해당 발전사업자의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기부받고 

있다.[41] 기부받는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지역상생협력 

계획 실현가능성과 투명성도 확보되므로 지역상생협력과 

투명성 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반면, 일반 풍력사업의 경우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업체 

O&M 참여 비율 측면에서는 다른 풍력사업과 마찬가지로 

만점을 받았으나, 지역에 투자 수익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일정 규모의 기부금은 지역에 공유된다하더라도 지역상생

협력 계획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높은 점수를 얻지 못

했다.

즉 일반 풍력 사업 대비, 펀드형 풍력은 지역에 투자 수

익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이익공유형 풍력은 지자체 차

원에서 지역상생 기금을 확보･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투명

하게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게 

평가되었다.

6. 결론 및 정책제언

이 연구는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지

역경제 활성화 효과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지표는 전반적인 산업의 거시적인 효과가 

아닌, 개별 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 단계에서 나타나는 직

접적인 경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평가지표

(100점 만점) 항목은 6가지로, 지역 투자 수익(30점), 지역 

기업 참여(30점), 신규 지역 일자리 창출(20점), 지역상생

협력(20점), 투명성(10점), 거버넌스(가점 5점)이다. 국내

외 선행 평가지표 검토 및 현행 주민참여형 사업의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항목과 배점을 마련하였다. 각 항목의 평

가기준으로는 국내외 주민참여 사례 중 가장 우수한 사례의 

수치(best practice)를 준용하였다.

다음으로 개발한 지역경제 효과 평가지표에 따라 펀드형 

풍력(강원), 이익공유형 풍력(제주), 일반 풍력을 시범평가

하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펀드형 풍력(강원)은 주민 

투자 금액과 참여 주민 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

았고, 두 번째로 나타난 이익공유형 풍력(제주)은 제주 풍

력이익 공유화 기금 제도에 따라 지역상생협력 금액과 집행

의 투명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연구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입찰 시 지역경

제 활성화 관련 평가지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의 상당 부분이 공공 주도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될 예정이

므로, 대규모 개발 사업자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지표나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대

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재생에너지 공모평가지표에 사회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

이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하고 4개의 입찰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지역 일자리 창

출, 지역 기자재 사용 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목

표값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42]

우리나라도 새만금 육상태양광의 경우 지역업체 시공 참

여, 지역 기자재 활용, 주민 투자 등에 대한 요건이 평가항

목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지역 상생협력과 지역 고용 등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에 핵심 요인인 주민참여 비율과 지역기업의 시공 및 O&M 

참여 비율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역경

제 활성화 효과 평가지표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보

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해서는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양하

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상생 기금과 같은 기부금 역시 지역경제 활

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역의 성장과 재생에너지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기금이 운용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나 공공이 재생에너지 사업

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

으로 협조를 제공하는 거버넌스도 중요할 것이다.

즉,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 입찰 시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포

함하도록 하고, 주민 투자 참여, 지역 기업 참여, 고용창출, 

지역상생기금 등의 평가지표와 지표별 평가 기준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을 구성할 때에는 

기존 주민참여･이익공유 사례를 사전에 평가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기준을 마련하되, 향후 개별사업 별로 지

역이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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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대

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광역 혹은 기초지자체, 공기업 등이 

개별사업 공모평가서를 만들 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앞으

로 계획입지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에서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대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면, 지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는 분산자원인만큼 지역과 상생

하며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평가 가이드라인 마

련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

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을 때,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전

환과 지역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외에서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이 사업의 큰 장애물

로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해상

풍력에 대한 주민반대가 극심하여 주민협의에 몇 년이 소요

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

하여 이익공유와 주민참여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왔으나, 

이 연구는 한발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지역경

제 활성화 효과에 주목했다. 이 연구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초로 지표를 개

발한 연구로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지표 개발

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의 관련 평가지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고, 국내 관련 사례 및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례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일부 사례만을 바탕으로 평

가지표의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가정을 더해 시범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평가지표의 일반화

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완공 사례가 

나와야하며 자료 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다양

한 사례가 증가하고 정보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간접적인 

효과까지 포함하여 프로젝트 전단계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

화 효과 연구를 후속연구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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