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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
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
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
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량은 2017년 5.7GW
에서 2030년에는 36.5GW까지 확대된다.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전에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이슈를 환경적 이슈, 기술적 이슈,
경제적 이슈, 제도적 이슈, 사회적 이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환경적 이슈로는 농지와 산지의 환경 및 경관 훼손, 기술적 이슈로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안정화, 경제적 이슈로는 발전 시설의 높은
설치비용으로 인한 자율 보급의 어려움, 제도적 이슈로는 법률, 지자체의 규제
및 조례, 인허가 문제, 이격거리 제한, 사회적 이슈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
민의 반발,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농지의 타 용도 전환과 같은 문
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연구 결과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어업인과 태양광 설치 업체, 재
생에너지 이행을 위한 발전사업자, 에너지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그리고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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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소비 증가가 급속한 경
제성장을 이루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화석연
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
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
지 20%로 확대할 계획임. 이 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량은 2017년 5.7GW에
서 2030년에는 36.5GW까지 확대됨.
따라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전에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
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주요 이슈는 환경적 이슈, 기술적 이슈, 경제적 이슈,
제도적 이슈, 사회적 이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연구 방법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적 이슈, 기술적 이슈, 경제적 이슈, 제도적 이
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농업인 조사, 전문가 원고 집필, 전문가 회의 등을
실시하였음.
농업인 조사는 508명을 대상으로 농촌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 발전 시설 설
치 의향, 설치한 농가의 만족도, 농지 및 저수지, 산지 등에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찬반 여론 등을 조사 분석하였음.
주요 이슈별로 전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재정리하였으며, 태양광 설치 운
영의 B/C 분석 그리고 농촌 태양광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몇 차례 협의회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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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이슈와 개선 방안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영향이나 환경 훼손은 대부분 산림
이 분포한 경사지에서 발생하고 있음. 평탄한 농경지나 초지에 태양광 발전 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토 제거 및 매우 제한적인 지형 훼손에도 불구하고
폭우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과 이로 인한 농경지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평탄지나 완경사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
개발에 반대하는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임. 영국
의 덤불숲과 같이 2∼3m 높이의 차폐림 조성을 통하여 거의 회피하거나 저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상 태양광 발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수상 태양광 발전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침해와 경관 훼손이
예상되지 않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 보급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기술적 이슈와 개선 방안
태양광 발전 장비 기술로 모듈 기술, 태양광 축전 기술(ESS)이 있음. 현재
유통되는 태양광 모듈의 연간 발전량 저하율은 <0.5%/yr이며 기존 모듈의 수
명을 20~30년까지 보장해주는 기술이 개발되었음. 태양광 축전 기술은 전기저
장장치에서 사용되는 이차 전지임. 이차 전지는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에
너지밀도(300∼400kWh/㎥)가 높고, 수명이 대략 10년 정도이며, 단주기 ESS
(방전시간: Minutes)에 적합한 반면, 비용이 고가임.
따라서 태양광 설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듈과 ESS가 우수한 성능과 뛰어
난 내구성을 지닐 수 있는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상 태
양광의 경우도 현재는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지만 설치비 저감 및 성능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경제적 이슈와 개선 방안
100kW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농촌 태양광 시설면적은 400평이고,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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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밑에 영농활동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면적은 700평이 필요함. 우리
연구원의 분석 결과, 농촌 태양광 100kW를 생산하기 위한 설치비는 1억 7천만
원이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비는 1억 9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농촌 태양광 연평
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1,047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723만 원, 정책자
금 활용 시 939만 원으로 추정됨. 태양광 시설 밑에 작물을 재배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연평균 순편익이 자기자본 활용 시 911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528
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연 746만 원으로 추정됨.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패
널 밑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
서 작물의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함께 발생함. 농식품부의 벼, 감자, 배추를 대
상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밑에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에
따라 일반 재배보다 생산량이 7.3～2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작물
의 품질이나 생산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연구되지 않아, 영농형 태양광 발
전의 경제성 분석에 있어 작물생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추후 연구가 필요함.
태양광 시설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볼 때 초기비용의 조달방법에 따라 차
이는 있으나, 농촌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모두 대부분의 사례에서 B/C Ratio
가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하지만, 대출이자율, 매전단
가, 계통연계 비용 등의 변화에 따라 태양광 시설 설치 농가의 경제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자율, 매전단가 등이
고정될 필요가 있음.

제도적 이슈와 개선 방안
현행 농지법 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 안 모든 건축물의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상황임.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
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규정에
근거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함. 다만, 농업보호구역 내 태양광 시설의 경
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활용되어야 함.
농지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태양광 설치 허용행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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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농지에 대한 수확량 보고 및 확인을 통해 농업보호지역 내 농가 참여형 운
영방식으로 농업진흥구역 일시사용 허가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업인이 아닌 외지인의 소득증대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함.

사회적 이슈와 개선 방안
태양광 설치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은 반대 입장이 많고, 외지인이 토지를 구
입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외지인에 간다는 주장이 많음. 조사 분석
에 의하면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해 농업인 중 36.3%는 찬성, 43.0%
는 반대로 반대 입장의 비율이 높음. 찬성 이유로는 농가 부수입 및 지속적인
소득 창출 등이었으며, 반대하는 이유는 경관 훼손, 환경 오염 우려가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음. 갈등 요인으로는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주로 외지인이
토지를 구매하여 설치 운영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의 이익이 외지인에게 집중
되고 있고,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 등이 주요 갈등 요인임.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에너지센터, 지자체 등은 농촌주민들이 지역의 재생에
너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펀드설계, 재정
지원)을 제시해야 함. 태양광 설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가 필요함. 지자체, 공무원, 발전사업자, 지역주민들에게 에너
지 전환의 필요성, 협력과 상호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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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소비 증가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
경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100년간(1911～2010년) 지구의 평균 기온이 0.75℃ 상승한 반면, 우리
나라는 같은 기간에 1.8℃ 상승하였음(IPCC 2014).
○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크
게 부각되고 있으며, WHO는 세계 사망자의 16%(830만 명)가 대기오염으로
사망한다고 추정하였음(WHO 2016).
○ 국내에도 미세먼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화석연료 발전(특히
석탄발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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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토의정서 체제가 1994년부터 출범하였으나, 주
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불참으로 불완전한 형태로 유지되었음. 이후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됨. 특히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20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세부적으로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환경적 이슈, 기술적 이슈, 경제적 이슈,
제도적 이슈, 사회적 이슈 등임.
<표 1-1>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슈
이슈

정의

정책

정책기간

환경적 이슈

산지 및 경관 훼손

환경 영향 평가 강화 및 복원 가능

단기

기술적 이슈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

계통운영, 전원믹스 등

장기

경제적 이슈

발전단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에너지에 비해 비용이 높음.

RPS 등, 고정가격, 세제 개편 등

중기

제도적 이슈

규제, 법, 제도, 인허가 문제

정부 및 지자체 협력

단기

사회적 이슈
(수용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높지
않고, 특히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높음.

주민참여형, 농촌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활용 등

단기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농촌 태양광 보급의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사회적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적으
로 해결 방안을 찾아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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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해 우선 해결해야 하는 다섯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세부적으로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환경적 이슈: 농지와 산지의 환경 및 경관 훼손 등
- 기술적 이슈: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에 대한 변동
성이 커 전력계통의 유연성 강화 등
- 경제적 이슈: 타 에너지원 대비 발전 시설의 설치비용이 높아, 아직 시장
에서 자율적 보급이 어려워 적절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RPS 문제, 매
전 가격, 계통연계 비용 등의 사전 검토 필요
- 제도적 이슈: 법률, 지자체의 규제 및 조례, 인허가 문제, 이격거리 등
- 사회적 이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수용성과 주민 수용성이 낮아 발
생하는 주민의 반발,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농지의 타 용도
전환 등

3. 선행연구 검토

○ 본 연구와 관련된 농업 농촌 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크게 ①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급 정책 관련 연구 ②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 관련 연구로 분류하였
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다루었음.

3.1.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급 정책 관련 연구
○ 국내외 에너지 현황과 정책, 에너지 수급,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음. 최근 연구로는 안지운 외(2013), 유재국(2010), 서선재
(2010), 김연중 외(2011), 서세욱(2009) 등이 대표적임.

4

○ 안지운 외(2013)는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확대되면
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이를 위
해 에너지 소비 절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유재국(2010)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의 변화를 다루고, 신재생에너지 의
무할당제도와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비교하였으며, 의무할당제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음.
○ 김연중 외(2011)는 청정에너지의 개념이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포괄적인 의
미를 가진다고 정의하고,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원별 기술수준을 진단하였
음.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공요인을 검토하고, 향후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음.

3.2.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 관련 연구
○ 농업부문의 에너지 이용 관련 연구는 에너지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시설난방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관련된 연구와 농업 산림 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에너지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었음.
○ 박현태 한혜성(2011)은 농업부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원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에너지원별(지열 및 공기열 히트
펌프, 목재펠릿) 보급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분석 결과, 지열 및 공기열
히트펌프는 기존 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반면, 목재펠릿은 원료비의 영
향으로 경제성은 아직 높지 않지만 생산성과 품질 향상 효과가 높다고 평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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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중 박현태 한혜성(2009)은 연차별 시설원예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음. 분석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효과, CO2 절감효과, 농가의 난방비 절감효과, 증수효과 등을 계측하
였음.

3.3. 선행연구와 차별성
○ 지금까지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시설원예 분야
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방안, 시설원예의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및 효
과, 지역 특성에 맞는 순환농업 시스템 구축, 정부 및 민간 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주택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대부분이었음.
○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것으로, 지금까지 관련
연구는 전무한 상태임. 더욱이 정부에서 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음. 본 연구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 보급하자는 것임.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에너지를 36.5GW로
확대할 경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4. 연구범위 및 방법

4.1. 연구 범위
○ 이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량 중에서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량을 다루며, 특히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로 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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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태양광 에너지 중에서도 설치 장소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농촌 태양
광과 영농형 태양광, 산지, 수상 태양광을 대상으로 함.
<그림 1-1>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의 구분

자료: 연구진 작성.

4.2. 연구 방법
○ 정부 차원에서 20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해 중요한 이
슈를 세부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환경적 이슈, 기술적 이슈, 경제적 이슈,
제도적 이슈, 사회적 이슈 등임.
○ 분야별 이슈를 발굴하고 이슈별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환경적 이슈로
는 산지 및 경관 훼손 등, 기술적 이슈로는 낮에만 발전 가능한 태양광, 경제
적 이슈로는 발전단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에너지에 비해 높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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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제도적 이슈로는 규제, 법, 제도, 인허가 문제, 사회적 이슈로는 재생에너
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지 않고, 특히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높은 문제
등이 있음.
○ 연구 방법은 농업인 508명을 대상으로 농촌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 발전 시
설의 설치 의향, 설치한 농가의 만족도, 농지 및 저수지, 산지 등에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찬반 여론 등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슈별로 전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재정리하였음. 또한 태양광 설치 운영의 B/C 분석 그리고
농촌 태양광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몇 차례 협의회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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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

○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발전량도 증가하여야 함.
2010년 에너지 발전량이 474,660GWh에서 2017년 553,530GWh로 연평균
2.2%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0년 1.9%에서
2017년 5.6%로 증가하였음.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수력 발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2017년 12
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에너
지 발전 비중을 2016년 기준 7%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설비용량도 2017년 15.1GW에서 2030년 63.8GW로 확대하는 내
용임. 2017년 태양광 5.7GW, 풍력 1.2GW, 폐기물 3.8GW, 바이오 2.3GW,
수력 1.8GW에서 2030년에는 태양광 36.5GW, 풍력 17.7GW, 폐기물
3.8GW, 바이오 3.3GW, 수력 및 기타 2.5GW로 전환한다는 계획임. 따라서
2030년까지 신규 발전 시설 용량을 태양광 30.8GW, 풍력 16.5GW, 바이오
1GW, 기타 0.4GW가 늘어난 총 48.8GW로 신규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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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에너지원별 신규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자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산업통상부자원부 2017. 12.)

○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로 나누어 목표
치를 설정하였음. 국민참여형은 주택 건물 등 자가용으로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으로 7.5GW, 농가 태양광으로 10.0GW를 설치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로는 대규모용 사업으로 28.8GW를 설치할 계획임.
<그림 2-2> 주체별 신규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자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산업통상부자원부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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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지자체, 산업부가 협업을 통해서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활성
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염해 간척지(농업진흥구역 내)와 농업진
흥지역 외 농지 등에 10GW 정도의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의 신규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는 농촌지역이 에너지
소비지역에서 에너지 생산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
임. 그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소로 전환하는 정책이 최근 화두임.
○ 농촌 태양광 활성화를 위하여 수용성 환경성은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이익
을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하고, 간척지, 농
업진흥지역 외, 농업진흥지역 내1 건축물 지붕, 농업병행 태양광 보급(영농
형)을 추진할 계획임.

2.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행을 위하여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
도(FIT)를 도입, 농촌 태양광 확대를 위한 농지보전 부담금 50% 감면 등의
제도를 개선하였음.
○ 또한, 건축물의 옥상 및 수상에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간소화하고, 지

1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 간척지 1만 5,000ha(약 4,537만 평)를 20년간 태양광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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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의 농지전용 허가 협의 권한(위임범위)을 확대하여 인허가 기준
을 간소화하였음.
○ 아울러,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분산전원을 관리 거래하는 중개시장 허용, 소
비자가 절약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수요자원(DR) 시장 확대를 추
진하였음.
○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현황 점검 결과, 2018년 5월 24일 기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량(1.4GW)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2018년 신규
설비 보급 목표(1.7GW)의 84.1%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 6개 한전 발전자회사를 포함하여 17개 기업들이 134개, 24.9GW 규모의 프
로젝트 발굴하였음. 이 중 태양광 발전이 74개 프로젝트(총 13.3GW), 풍력
발전이 60개 프로젝트(총 11.6GW)로 총 사업비는 80조 6,487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산됨. 또한, 한전 5개 발전사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이 주민
수익이 되는 주민참여형 사업(11건 1617.6MW)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REC 가중치2 조정에서 임야 태양광은 규모에 관계없이 0.7로 조정하
였음. 이는 최근 산지 전용 및 훼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면서 태양광 입
지로서 임야 활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참여를 제한한
조치임.
○ 정부는 RPS 주민 참여 가중치 우대를 확대하고 지분투자 채권투자 펀드투
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발전소 소재 반경 1km 이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인 이상의 농업인과 외부투자자가 참여하는 1MW 이상의 사업
2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여 MWh 기준
으로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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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주민참여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고(총사업비
2% 이상 최대 10%, 총사업비 4%이상 20%), 외부투자자 없이 농업인만으로
5인 이상 참여 시 20%의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임.
<표 2-1>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산지 등 환경 훼손
방지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대체산림조성비 부과,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전
까지 태양광 허가 기준 일시 강화(개발행위 허가)

입지갈등 해소

발전사업 허가 前 주민에게 사업내용 사전 고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허가 前 환경 영향 평가(소규모 포함)를 실
시해 환경성 검토

부동산 투기 방지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검토, 태양광 준공 前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태양광 발전소 임의분
할(쪼개기) 방지

소비자 피해 방지 등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 및 태양광 시공가 정보 제공, 태양광 분양피해 상담 통합 콜센터 개설, 재생에너지 종합
지원 시스템 확충 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해 지역 보급 거점으로 활용, 지자체 인력 확충 및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지원시스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8).

3. 농촌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 에너지공단은 농촌 태양광 시설자금에 대한 정책자금지원(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으며, REC 가중치 우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우대하고 있음.
○ 또한 농업인 1인 단독형, 2∼4인 공동형, 5인 이상 조합형 발전소 모델을 제
시하였으며, 1MW 이하 농촌 태양광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을 허용하고, 계
통 접속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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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농촌 태양광 관련 정책
주관부처

지원 제도

산업통상
자원부

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외,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지붕, 농업병행 태양광 보급(영농형),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사전 확
보를 위해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공단, REC 가중치 우대, 정책자금지원(1.7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시 우대
발전소 소재 반경 1km 이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5인 이상의 농업인과 외부투자자가 참여하는 1MW 이상의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가중치 부여(총사업비 2% 이상 최대 10%, 총사업비 4% 이상
20%), 외부투자자 없이 농업인만으로 5인 이상 참여 시 20% 가중치
농업인 1인 단독형, 2∼4인 공동형, 5인 이상 조합형 발전소 모델 제시
1MW 이하 농촌 태양광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허용, 계통 접속 소요기간 단축(17개월에서 11개월)

농림부

진흥지역 외 태양광 설치 시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
진흥지역 내 건축물 지붕 태양광 시설 설치 허용
농어촌공사, 공사 소유 3,400개 저수지에 대해 수상 태양광발전소사업 추진, 수상발전 효율>지상 발전 효율

농협
중앙회

농협에너지사업부 신설 – 농촌 태양광협력사 간담회 개최
에너지공단과 농촌 태양광활성화 협약을 체결한 이후 농식품부로부터 농협 태양광사업 승인을 얻어 시범사업 진행
시설투자액의 최대 80%까지 저금리(3.4%)로 대출해주는 태양광 발전 전용상품 제공, NH손해보험을 통해 발전 시설
보험가입 요건 완화
농협네트웍스(옛 ㈜농업기술교류센터) 농촌 태양광 입지 선정부터 자금조달, 유지･보수, 전력판매 등에 대한 차별화된
컨설팅

에너지
재단

농어촌 태양광 지원사업 – 사회적 경제조직 및 사회복지 시설, 취약가구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복지 증
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8).

4.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행을 위한 조직 개편

○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신
재생에너지 정책단을 설치하였음.
○ 또한,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강화(4개실 → 5개실 1사업단)하였음.
- 태양광 풍력 사업단: 태양광 풍력 입지제도 개선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 국민참여사업실: 농가 태양광 활성화, 국민 대상 금융지원 홍보 수행
- 전국 12개 지역본부별 ‘재생에너지종합지원센터’ 인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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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8년도 과제이므로 서지사항 수정이 필요(참고문헌과도 일치하지 않음)

<그림 2-4> 에너지공단 조직 개편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18).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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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농촌 태양광 환경적 이슈와 개선 방안3

1. 농촌 태양광 설치 유형 및 환경 현황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에 따라
태양광 발전 및 풍력발전 개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태양광 발전의 경우,
크게 육상 태양광 발전과 수상 태양광 발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육상 태양광 발전은 설치 유형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과 농지나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으로 구분할 수 있음. 풍
력발전 개발이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태양광 발전은 소음 등 주거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국내 도시지역에서는 빛 반사나 경관 등을 사유로 태양광 발전
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국내 태양광 발전은 산지나 평탄한 나지 또는
농경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농촌 태양광 발전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3 이상범. “농촌 태양광 개발과 환경 영향.” 원고위탁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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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따라서 농촌 태양광 발전은 설치 위치와 이를 위한 환경 훼손 발생 등
을 고려하여 산지 임야부와 기 훼손지 및 농경지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농촌 태양광 발전 설치 사례

○ 앞서 기술한 대로 농촌 태양광은 입지에 따라 산지 태양광과 평탄한 농지
태양광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절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
는 환경 영향과 사회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2.1. 농지 태양광 발전 사례
○ 강릉시 고단리의 농지 태양광 발전 사례는 ‘농촌 태양광’이라는 명칭을 가장
잘 보여주는, 평탄한 농경지에 계획된 태양광 발전 사례임. 대부분의 산지 태
양광 발전이 3만 ㎡ 미만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 5만 ㎡
규모임.
○ 이 지역은 대부분이 농경지로 식생보전 V등급지로 산정되어 있어 사업시행
에 따른 환경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 본 사례는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일부 산림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측 경계
부의 일부 급경사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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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지 태양광 발전 항공사진과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강릉시 고단리 일원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사업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 다만 본 사례가 가지는 특이점은 남측 경계부가 생태 자연도 1등급지와 연
접하고 있다는 점이나, 태양광 발전의 특성상 발전 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이
나 대기질 등의 영향이 없어 생태 자연도 1등급지인 양호한 생태계 서식공
간에 대한 생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림 3-2> 농지 태양광 발전 표고 및 경사도

표고분석도
자료: 강릉시 고단리 일원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사업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경사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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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농지 태양광 발전 식생보전등급 및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도

생태･자연도

자료: 강릉시 고단리 일원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사업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2.2.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는 현재 지역주민 반대와 환경 훼손 논란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본 사례는 예산군 광시면 사례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지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주요 경관자원인 산성과 인접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으
로 인한 경관 영향을 사유로 지역주민이 개발에 반대하였음.
○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식생과 경사도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식
생현황은 식생보전 III-IV등급 굴참나무-밤나무군락과 소나무군락으로 이루
어져 있음. 식생보전 IV등급 산림은 과거 벌목을 실시한 지역으로 현재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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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연천이를 통하여 참나무-밤나무군락으로 이루어져 있음. 경사 20° 이
상 급경사지가 사업부지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시행을 위한 벌목과
표토제거로 인한 토사유출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임.
○ 본 사례가 가지는 생태 측면에서의 문제는 사업부지가 산지 중간 지역에 위
치하고 있으며 산림 내부로 침투하는 입지 특성을 가진다는 점임. 연결도로
를 개설하여 산지 내부로 침투하게 되면 주변 산림생태계 서식공간의 서식
환경을 훼손 교란하게 되며, 영향범위가 주변 산림지역으로 확대되어 생태
환경 영향이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그림 3-4>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항공사진과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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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표고 및 경사도

자료: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그림 3-6>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식생보전등급 및 생태･자연도

자료: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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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식생보전등급 및 생태･자연도

자료: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그림 3-8>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경관 현황

자료: 저자 촬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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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에 제시한 사업대상지 현황 사진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태양광 발
전 개발을 반대하는 사유인 경관 영향을 예상할 수 있음. 사진의 우측 붉은
색 원 부분이 태양광 발전부지이며 사진 서측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지역의
주요 경관자원인 산성이 위치한 지역임. 특히 사업대상지는 지역주민이 주
로 이용하는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조망되며 인접한 문화자원에 대한 경관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따라서 농촌지역의 산지에 태양광 발전을 조성할 경우 위에서 살펴본 사례
와 유사한 환경 훼손 논란 및 지역주민 반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3. 농촌 태양광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 영향

○ 농촌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환경 영향이나 환경 훼손은 대부분 산림이 분포
한 경사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고랭지 경작지를 제
외한 대부분의 평탄하거나 완경사 지형의 농경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공사 시 약간의 토사유출을 제외하고는 환경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평탄지나 완경사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관 영향은 2∼3m 높이
의 차폐림 조성을 통하여 거의 회피하거나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태양광 패널로 인한 토양 오염에 대한 우려는 태양광 패널로 인한 수질 오염
우려가 없음을 확인한 관련 연구(노태호 외 2014) 사례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물론 다양한 업체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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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태양광 패널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발생 여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평탄한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여도 해당 농경지의 입
지 및 주변 지역 현황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환경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된 사례로 주요 철새도래지인 갯벌이나 하구역 주변의 평탄한 농
경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태양광 발전 시
설이 법정보호종 철새 등 주요 종의 취식지나 이동경로와 인접하게 되어 조
류 충돌 등 서식 환경 영향을 유발할 수 있음<그림 3-9>.
<그림 3-9> 갯벌 인접 농지 태양광 발전 사례 항공사진 및 생태･자연도

자료: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발전 시설(태양광 발전) 부지조성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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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경사지 농경지나 초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토제
거 및 매우 제한적인 지형 훼손에도 불구하고 폭우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과
이로 인한 농경지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전에 재해방지 시설을
충분한 규모로 설치할 경우 예방이 가능함. 하지만 급경사 산지에 태양광 발
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로 인한 토사유출과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재해방
지 시설로 저감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그림 3-10>.
<그림 3-10>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의 토양 침식

자료: 문화일보(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90301070127102001: 2018. 9. 3.).

○ 앞서 <그림 3-8>에 제시한 산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사유로
지역주민이 태양광 발전 개발에 반대한 사례는 농촌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경관 영향이 주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해
당 사례뿐만이 아니라 많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 민원은 대부분 경관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농촌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환경 영
향에 있어 가장 주목하여야 하는 문제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농촌 경관
영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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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경우, 농지 경계부에 조성한 덤불숲(hedgerow)을 영국의 농촌 경관
을 대표하는 중요한 경관자원으로 인식하여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농촌 경
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 육상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경관 영향은 주민의 시각적 불편함만을 고려할 뿐 전통적인
농촌 경관보전이나 농촌경관이 가지는 생태환경적 측면에서의 보전가치는
간과되고 있음.
<그림 3-11> 전형적인 영국 농촌 지역의 경관과 덤불숲(hedgerow)

자료: A place odyssey(https://aplaceodyssey.wordpress.com/2012/05/21/hedge-britannia/: 2018. 12. 10.).

4. 국내 육상 태양광 발전 가이드라인

○ 산업자원부의 태양광 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은 <표 3-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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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근 산지에서의 태양광 발전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갈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정한 ‘태양광 발전
환경성 검토 협의 지침’을 살펴보면 대부분 산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배경에
는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절대농지에서는 태양광 발전 등 개발이 불가한
현행 농지 관련 제도가 있음.
○ 각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표
3-2) 평탄한 농경지에 대한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산지에서의
경사도와 도로 이격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1>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가. 목적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토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의 보급･확
산을 촉진하고자 함.
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아니함.
다. 예외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격거리(태양광 발전 시설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함) 기준을 설정･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이격거리는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1.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용할 수 있음.
2. 도로(도로법상 도로에 국한)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로
한정함.
3. 문화재 등 기타 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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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정
▪ 진주시
1. 경사도 12° 미만
2. 도로로부터 표고 50m 미만
▪ 논산시
1. 태양광시설은 경사도 15° 미만
2. 도로로부터 표고 50m 미만. 비오톱 I-II등급
3. 보전용도지역(보존, 생산, 농림)은 용도지역 지적목적에 부적합하고 난개발 우려가 있을 경우 불허
4. 산지 경관보호를 위하여 산지 표고 100분의 50 미만
▪ 합천군
1. 태양광시설은 경사도 15° 미만
2. 도로로부터 표고 50m 미만
3. 비오톱 I-II등급
▪ 청송군
1. 경사도 18° 미만
2. 도로로부터 표고 50m 미만
▪ 산청군
1. 평균경사도 25° 이하
2. 도로로부터 표고 50m 미만
3. 비오톱 I-II등급
▪ 거창군
1. 경사도 18° 미만
2. 도로로부터 표고 50m 미만
3. 비오톱 I-II등급
▪ 양구군
1. 수목이 우거져 산림 보호 필요 지역. 경관보존 필요 지역
▪ 태안군
1. 5영급 산림 이상 지역은 보전
2. 태양광시설은 토사 반출량이 없어야 함
▪ 포천시
1. 경사도 25° 이하
2. 산자락하단부로부터 지반의 평균높이가 50m 미만
▪ 밀양시
1. 평균경사도 20° 이하
▪ 장흥군
1. 경사도 25° 미만
자료: 이상범 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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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국내 육상 태양광 발전 환경성 검토 협의 지침
가) 입지 관련 분야
(1)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
o 아래 제시한 환경보호지역 및 생태적 민감지역은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를 회피하여야 함
- 백두대간 및 정맥 보호지역(핵심-완충구역), 주요 산줄기(기맥, 지맥 등) 능선 축 중심으로부터(도면상에서 수평
거리) 기맥은 좌우 각각 100m 이내, 지맥은 좌우 각각 50m 이내 지역
-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도래지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환
경 유지를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식생보전Ⅰ-Ⅱ등급, 비오톱지도가 있는 경우 비오톱 Ⅰ-Ⅱ등급) 지역
-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15〬 이상이면서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상인 지역
- 과도한 지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변화지수 1) 1.5 이상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등
(2) 입지의 신중한 검토 필요 지역
① 자연생태환경
- 생태･자연도 2등급지(식생보전 Ⅳ등급)이면서 경사도 15〬 이하 지역
- 동물 이동로가 되는 주요 능선 및 계곡, 산림-수계 연결지역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동물 이동경로
훼손 및 절･성토로 인한 지역 생태축 단절 등이 우려되는 지역)
- 식생보전 Ⅲ-Ⅳ등급의 양호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산림 내부로 침투하는 산림 지역(예시: 산림 내부로의
100m 이상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 등
② 지형･지질
- 입지 회피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생태축의 능선부 좌우 일정 이격거리(10~50m 범위, 사업지역 여건에 따라 협
의기관이 판단) 이내의 지역 등
③ 수질
④ 경관
다)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
① 자연생태환경
- 최근 5년 이내 산림경영 및 수목갱신을 사유로 벌목-간벌이 이루어진 지역은 주변 산림의 식생보전등급이나
기존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산정 등
② 지형･지질
- 발전사업 종료 이후 원상복구를 위한 기존 지형의 훼손최소화 방안 등
③ 수질
④ 경관
⑤ 주민 수용성
-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등 민원 발생 여부
자료: 환경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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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환경적 이슈에 대한 개선 방향

○ 평탄지나 완경사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관 영향이며, 이는
영국의 덤불숲과 같이 2∼3m 높이의 차폐림 조성을 통하여 거의 회피하거
나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산업자원부의 태양광 발전 입지 가이드라인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되어있
음. 따라서 각 입지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며, 지
자체에서는 대부분 산지에서의 경사도와 도로 이격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정 가운데 농경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산지와 농지를 제외하고 농촌 태양광 발전을 이루는 또 다른 입지로는 저수
지와 댐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수상 태양광 발
전은 수면에 설치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수면이 태양광 패널의 온도를 낮추
어 발전효율이 육상 태양광 대비 1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노태호
외 2014).
○ 박종윤 외(2017) 연구에서 산정한 국내 농업용 저수지에 설치 가능한 수상
태양광 발전 용량을 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산정한 경우인 갈수기 수면적의
5~10%만 설치하여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태양광 발전 보급 목표
를 달성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 앞서 살펴본 농촌지역에서의 산지나 농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환경 영향
및 주민 수용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농촌 태양광 발전 개발은 수질 오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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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육상 태양광 발전보다는 수상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수상 태양광 발전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대부분 수상 태양광 발전이 계획
되는 농업용저수지는 지역주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공유하는 자원이라
는 점임. 지역주민 등이 공유하는 저수지 수면을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가
태양광 발전을 위한 민간 수면임대 및 직접적인 수상 태양광 발전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심각
하게 반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 지역주민이 수상 태양광 발전을 반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관 영향은
<그림 3-1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큰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경
관 영향보다는 수상 태양광 발전 개발에 따른 수질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 수상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서는 관광이나 여가활동에 중요한 저수지 그
리고 수변을 지나는 도로와 정주시설이 없는 저수지를 구분하여, 지역주민
의 경제활동 침해와 경관 영향이 예상되지 않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수상 태
양광 발전을 계획하여야 함. 수상 태양광 발전에서도 발전 시설이 입지하는
저수지나 댐의 현황을 고려한 개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
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 보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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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전후 경관 영향

자료: 용계지구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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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태양광 기술적 이슈와 시사점

1. 육상 태양광 발전 시공 기술4

1.1. 기초 공사별 비교
○ 태양광 발전의 기초 공사는 상부 시설물의 하중을 안전하게 지반에 전달하
는 구조 부재로 하는 최초 공사이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최소한 20년간
운용을 전제로 하므로 기초의 내구성과 신뢰성은 사업의 계속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 기초공법이나 구조물을 선정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염해나 암모니
아에 의한 부패 부식의 피해가 없어야 하며 방청 방부의 성능을 갖춘 구조
물을 사용하여야 함.

4 임철현. “태양광 발전 기술적 이슈.” 원고위탁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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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농지 기초 공사
○ 농지 대부분은 장시간 농업활동을 통해 지반 다짐 및 평탄작업과 기본적인
정비가 되어 있어 임야에 비해 토목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20년간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초의 내구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
요하며 지반 조사를 실시하여 부지에 적합한 기초시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 채굴공사가 필요 없어서 공기의 단축이나 경비의 절감 등에 효과가 있는
스파이럴 말뚝 시공이 현재 추세이며 20년 장기 사용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함.
<그림 4-1> 농지에 시공되는 농촌 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설비

자료: 한겨례신문(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2120.html: 2017. 4. 25.).
솔라팜(http://solarfarm.co.kr/?act=board&bbs_code=sub_02_01&page=5&bbs_mode=view&bbs_seq=28: 2018. 12. 7.).

1.1.2. 임야 기초 공사
○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벌목이 필수이므로 토목공사 비용이 일반 태양광
대비 30～50% 상승하고, 저렴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나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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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의 형태에 따라 임야 전체를 평탄화하는 경우와 임야의 경사각을 살려
구조물 비용을 줄이는 형태가 있음.
- 임야 기초 또한 지반 조사를 실시하여 부지에 적합한 기초시공법을 선택
하는 것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활용한 줄기초와 매트기초
가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파이럴 구조 등이 적용되고 있음.
- 산림 파괴로 인한 환경과 경관 훼손, 경사로 공사로 지반 붕괴 가능성
커지고 있어, 평균 경사 15° 이상의 산지는 태양광 발전소 입지를 회피해
야 할 지역으로 명시함(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그림 4-2> 임야에 시공되는 태양광 설비

자료: 푸른나무(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ine8930: 2018. 12. 7.).
솔라투데이(https://www.solartodaymag.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9: 2018. 12. 7.).

○ 한편, 2018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PS)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임야’ 지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기존 0.7～1.2에서 0.7로 낮추었으며, 임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지목변경 없이 수명기간 동안 사용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
는 산지 일시사용제도로 개정하였음. 이로 인해 사실상 임야 태양광 발전 시
설의 수익성은 떨어지게 되고, 제약조건으로 시공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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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공 형태별 비교 검토
1.2.1. 일반 고정형
○ 일반 고정형은 어레이(array)5 형태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추적식이나
반고정형에 비하여 설치단가는 비교적 저렴하나 발전효율이 낮으며 설치 면
적의 제한이 없는 원격지역에 비교적 많이 이용됨.
- 구조 지지 형태가 가장 저렴하고 안정되어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
- 정남향을 바라보고 태양광의 입사각이 모듈 90°로 입사되도록 설치하며
풍속이 강하거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도 설치 가능
○ 일반 고정형의 장점은 초기 설치비용이 적고, 태양광 모듈이 움직이지 않아 밀
집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 면적이 적어도 많은 용량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발전소 준공 이후 유지보수 등이 간단하고, 모듈 하단의 공간활용(주차장 등)
이 가능하며, 구조물이 상대적으로 안전하여 오작동 및 전복 등의 사고 가능성
이 낮음. 반면, 태양광 모듈이 고정되어 발전효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음.
<그림 4-3> 일반 고정형 태양광 시설물 설치 사례

자료: 솔라에너지(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parkeh4875: 2018. 12. 7.).

5 어레이란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얻기 위하여 1장 또는 여러 장의 태양전지 모듈을 최상
의 조건(경사각, 방위각)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거치대의 형태를 의미함(Solar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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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가변형
가. 고정 가변형
○ 일반적으로 계절 또는 월별로 경사각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방위각 및 경
사각을 0～60°로 조절 가능하며 구조물 하단부의 활용이나 지지 구조의 안
정성은 고정형보다 약하고 제한적임.
○ 계절 또는 월별에 따라 상하로 경사각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태양광 발전
구조물로 수동경사 가변형과 자동경사 가변형이 있음.
- 옥상 슬레이브 혹은 토지 위의 태양광 발전소가 적합
○ 고정 가변형의 장점은 경사각 조정으로 발전효율이 고정형보다 5%가량 증
가하고, 경사각 변경으로 태풍, 날씨 등에 의한 피해가 감소될 수 있음. 반면,
고정형보다 간격이 11% 증가하여 큰 면적이 필요하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고정장치가 필요함.
<그림 4-4> 고정 가변형 태양광 시설물 설치 사례

자료: 솔라이엔에스(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energy8900: 2018.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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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적 가변형
○ 최적 경사각과 방향을 추적하여 발전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
장으로 인한 보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설치하지는 않음. 추적식이
활성화되려면 기술발전으로 내구성을 높이고, 설치비 또한 낮아져야 할 것임
(고정형 대비 양축의 경우 약 2~2.5배 정도 설치비 증가).
<그림 4-5> 추적 가변형 태양광 시설물 설치 사례(단축, 양축)

자료: 한라이앤씨(http://www.hallae.co.kr/: 2018. 12. 7.).

○ 추적 가변형은 고정형 어레이보다 5～10%(단축) , 20～30%(양축) 발전효율
이 높으며, 경사지 등 설치조건 까다로운 곳에도 설치 가능(양방향)함. 반면,
추적 모터 고장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초기 투자비용 증가,
프로그램 운영 등 별도의 교육 필요하며, 고정형보다 어레이 간격이 5배 증
가하는 단점이 있음.

1.2.3. 집광형
○ 집광형(Concentrating Photovoltaics: CPV)은 일반적으로 40% 이상의 고효율
태양전지에 프리넬 렌즈 등의 빛을 수배에서 수백 배까지 집광하여 발전하
는 것으로 정밀한 추적기능을 기반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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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광형은 표준 태양전지(Photovoltaic)에 비해 발전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
며, PV 설치면적의 1/2이 소요되고, 셀단위로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피가 크고, 비교적 비싼 다중 접합 태양전지 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쌈.
<그림 4-6> 집광형 태양광 발전 이미지

자료: PMK(http://www.ipmk.com/product/product01_4.php: 2018. 12. 7.).

1.3. 태양광 발전 장비 기술 현황
1.3.1. 태양광 모듈
가. 태양광 모듈의 종류
○ 태양전지는 소재에 따른 분류와 이용 분야 또는 태양전지 구조에 따라 분류
하고 있음.
- 실리콘 태양전지 (silicon solar cell)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single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poly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amorphous silicon sola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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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태양광 전지 종류별 효율과 특징

자료: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91003.html: 2017. 4. 17.).

-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compound semiconductor solar cell)
Ⅲ-Ⅴ족6 화합물계: GaAs, InP, GaAlAs, GaInAs 등
Ⅱ-Ⅵ족 화합물계: CuInSe2, CdS, CdTe, ZnS 등
I-III-Ⅵ족 화합물계: CuInSe2, Cu(In,Ga)Se2, Cu2ZnSnS6 등
- 적층형(tandem) 태양전지
화합물/Ⅵ족 계열: GaAs/Ge, GaAlAs/Si, InP/Si 등

나. 태양광 모듈의 주요 성능요소
○ 태양광 모듈의 효율(%)은 태양 입사광 대비 전기로 변환해 내는 비율을 나
타내며, 현재 태양광 시장의 90% 차지하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은 18%
내외임.
6 주기율표에서 세로로 같은 줄에 있는 화학 원소들을 묶어 족(group, 族)이라고 부르
며, 표준 주기율표에는 18개의 족이 있음(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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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모듈의 생산단가($/Wp)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나타낸 생산단가를 의미
함. 전 세계 태양광 기술의 격차는 거의 없어졌으며 현재는 치열한 양산 단계에
서 동일 전기 생산 용량 대비 생산단가가 낮은지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됨.
○ 장기신뢰성(%/yr)은 모듈 설치 후 연간 발전량 저하율을 의미하며, 모듈 설
치 이후 발전량 저하의 원인은 LID(초기 성능 저하) 및 PID(전계 유도 성능
저하) 등으로 다양함. 현재 유통되는 모듈은 <0.5%/yr이며 기존 모듈의 장기
수명을 20년에서 30년까지 보장해주는 모듈도 등장하고 있음.
○ 내구성(Pa)은 모듈의 기계적 강도를 의미하며, 강화 유리와 프레임이 폭설이
나, 강풍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풍(2,400Pa)/설(5,400Pa)이
일반적인 성능임.

1.3.2.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비용 국제비교
○ 이철용 외(2017)의 연구에 의하면, 100kW 기준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할 경우 직접비는 우리나라의 경우 109백만 원, 중국 73백만 원, 독일 79백
만 원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구성비율별로 우리나라 모듈이 56.9%, 인버터가 13.2%, BOS 부문(모
듈 외 태양광 제품)이 8%, 설치공사비가 21.9%를 차지하였으며, 독일은 모
듈이 69.7%, 인버터가 12.6%, BOS 부문(태양광 패널 이외 기자재)이 8.8%,
설치공사비가 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대량생산과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추었고, 독
일은 유통과정에서 인버터와 BOS가 저렴
- 전체 직접비는 중국이 우리나라 대비 66.4%, 독일은 72.5% 수준에 불과
하며, 특히, 100kW급 설비 시공기간은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4배가량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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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항목별 태양광 설치비 비교(100kW)
직접비(원)
항목

한국 대비 비율(%)

중국
비용

구성비(%)

비용

독일
구성비(%)

비용

구성비(%)

한국

중국

독일

모듈

62,124,000

56.9

40,759,266

56.2

55,207,890

69.7

65.6

88.9

인버터

14,375,000

13.2

8,855,770

12.2

10,010,222

12.6

61.6

69.6

접속반

2,200,000
8.0

12,865,930

17.7

6,976,821

8.8

147.9

80.2

전기배선

601,678

100.0

구조물

5,895,677

설치공사비

23,933,435

21.9

10,025,400

13.8

6,976,821

8.8

41.9

29.2

소계
109,129,790
자료: 이철용 외(2017).

100.0

72,506,366

100.0

79,171,755

100.0

66.4

72.5

○ 한편, ‘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은 와트당 430원인 데 비해 중국산은 380원으
로 중국산이 50원 더 저렴함’7. 태양광 발전 사업주들은 더 저렴한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음.

1.3.3. 태양광 축전 기술(ESS)
가. 에너지저장장치 개요 및 구성
○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는 리튬전지와 같은 기존의 중
소형 2차전지를 대형화하거나 회전에너지, 압축공기 등 기타 방식으로 대규
모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를 말함. 즉 에너지저장장치는 생산된 전력을 전력
계통(Grid)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
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 확대는 전력 부하이동과 새
로운 전력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는 배터리, EMS,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구성됨. 이 표준에 적용되는 전
7 “중국 태양광 성능은 업 가격은 다운... 한국 업체들 고사 위기”(한국일보 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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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장장치는 분산형 전원 또는 상용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정전 시 또는 계
통에서 피크부하가 발생할 때 수요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중소규모
(10kW∼150kW)의 전기저장장치에 적용함.

나. ESS의 필요성
○ 전기공급 비용의 가파른 상승,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 신재생에너
지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 등 전력시스템의 이용 효율화 및 고
품질 전력 요구의 증가 등으로 ESS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효율적인 전력 활용: 전력공급 부족 사태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력
활용 방안 제고
- 단기 전력예비율 확보: 정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단기 정전 방지의 중
요성 확대
- 고품질의 전력 확보: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 따른 전력의 품질 안
정화

다. 이차전지의 종류와 특징
○ 전기저장장치에서 사용되는 이차전지에는 LiB, NaS, RFB, 연축전지 등이
있음. 리튬이차전지는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에너지밀도(300∼
400kWh/㎥)가 높고 수명이 10년 정도로 단주기 ESS(방전시간: Minutes)에
적합함. 반면, 비용이 고가임.
<표 4-2> 이차전지의 종류 및 특징
종류
LIB
(Lithium-ion
battery)

동작원리

양극/음극 리튬이온
이동에 의한 저장

특징
･
･
･
･
･

고에너지밀도(300∼400kWh/㎥)
고가
국내 기술 상용화(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임)
단주기 ESS(방전시간 : Minutes)에 적합
가정용, 산업용에 설치 운용 중

･ 수명: 10년
･ 대용량 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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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종류

Nas
(Na-Sulfur 전지)

RFB
(레독스
흐름전지)

동작원리

특징

용융 상태의 Na과
S 반응으로 전기
저장

･
･
･
･
･

･
전해질 내 중심 금속 ･
･
이온의 전자
수수반응으로 저장 ･
･

에너지밀도(150∼250 kWh/㎥)
저비용
대형셀 가능
일본 NGK가 상용화에 성공
고용량, 다양한 환경 적용이 가능하나 안정성, 신뢰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

･ 수명: 15∼20년
･ 방전시간: Hours
･ 고온 작동

에너지밀도(150∼250kWh/㎥)
저비용
대용량화 용이: 출력과 용량 독립적 설계
ZnBr 위주로 개발 진행 중
신재생에너지 통합용을 목적으로 많이 개발 중

･ 수명: 15∼20년
･ 방전시간: Hours

자료: 김세동(2014).

1.4. 전력 계통연계
1.4.1. 계통연계(on-grid) 비용 및 효율성 검토
가. 계통연계 비용
○ 계통연계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비롯한 자가 발전 설비를 전력회사의 계
통에 접속하는 것을 말함.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설비용량에 따라 저압 및
고압(또는 특별고압)으로 구분됨.
<표 4-3> 한전 표준 시설 부담금 단가표: 기본 시설 부담금
구분
저압
고압 또는 특별고압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금액
공중공급
220,000원

지중공급
421,000원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86,000원

98,000원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17,000원

35,000원

자료: 한국전력(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404.jsp: 2018.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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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15일부터 한전 계통연계 비용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범위가
100kW 미만에서 1MW 이하로 바뀌었음.
- 접속부와의 거리가 200m 이내이면 거리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계약전력만 적용하여 표준 시설 부담금으로 접속 비용 산출 가능, 배선
을 공중으로 공급하느냐 지중으로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 단가 상이함.
○ 표준 시설 부담금 산출(공중공급)
- 예를 들어 저압연계 200kW, 신설거리 200m 이하인 경우, 1,699만 원이
며, 산출식은 아래와 같음.
- 기본 시설 부담금 {{200-5}×86,000원}+220,000원}= 16,990,000원(별도)

나. 이격거리에 따른 비용
○ 표준시설 부담금+거리시설 부담금 산출
- 예를 들어 저압연계 200kW, 신설거리 700m인 경우, 3,489만 원이며, 산
출식은 아래와 같음.
- 기본 시설 부담금:{{200-5}× 86,000원}+220,000원}= 16,990,000원(별도)
- 거리 시설 부담금: {700-200}×43,000원}= 21,500,000원(별도)
<표 4-4> 한전 표준 시설 부담금 단가표: 거리 시설 부담금
금액
구분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200m)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200m)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공중공급
저압

지중공급

단상

삼상

39,000원

43,000원

60,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43,000원

110,000원

저압

5,000원

-

고압 또는
특별고압

10,000원

-

자료: 한국전력(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404.jsp: 2018.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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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전국 도별 전력 계통연결 여유 현황
○ 2018년 6월 현재 계통접속 여유 현황은 서울이 16.9GW, 경기도는 30GW의
여유가 있으나, 전북은 1.8GW, 강원 3.4GW로 재생에너지 접속의 지역적 편
중이 심각함.
- 재생에너지사업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지역은 배전 설비,
변압기 등의 계통접속을 위한 설비가 여유가 있으나, 전남과 전북은 추
가 설비가 필요해 사업 대기자가 발생
- 전국 태양광 대기 건수를 보면 전북이 1만 3,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1만 556건, 경북 4,065건 순으로 나타남.
<그림 4-8> 전국 도별 전력 계통 여유 현황

자료: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383: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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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촌 태양광 시공 기술
1.5.1. 농촌 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비교
○ 우리 농촌은 농업인의 고령화, FTA 확대로 인한 수입 확대,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소득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가에 새로운 소득사업이 필요한 실
정임.
○ 태양광발전소의 대부분은 농촌에 설치되고 있으나 이익은 외지로 유출되고
있으며, 부지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자연을 훼손하여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아 주민 수용성이라는 큰 벽을 넘지 못하고 민원에 부딪
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
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어업인, 축산인 포함)의 참여를 유도하
여 지역주민과 사업주가 상생하는 사업모델의 확대가 필요함.
- 농업인이 보급주체가 되어 보급을 추진해 나간다면 주민의 수용성도 제
고될 것이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함.

가. 농촌 태양광 개념
○ 농지 중 영농활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휴경지나 유휴부지 등의 잉여공간을
활용하여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로 전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농지, 창고, 축사 등 기존에 일을 하던 공간 활용 가능
○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은 낮은 농업소득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음. 통계청에 따
르면, 4,000평(약 1.3ha)이 해당되는 1.0～1.5ha 규모 부지의 2016년 평균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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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약 1,140만 원으로, 이는 2016년 1인당 실질 민간소비지출액인 약 1,540
만 원에 미치지 못함. 하지만 4,000평에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
할 경우 25년간 연평균 약 5,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됨.8
- 농업소득: 농업만으로 벌어들이는 순수익(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 순수익: 대출원리금 상환을 반영한 통상적인 수치로, 각 사업 조건에 따
라서 달라질 수 있음.
○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와 영세한 농
민들에게 월평균 100만 원(설치비 전액 대출 시)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여 농촌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함.
<그림 4-9> 농촌 태양광 설치 사례

자료: 해줌(https://www.haezoom.com/pr/case/: 2018. 12. 7.).

나. 영농형 태양광 개념
○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하부에서는 영농활동을 지속하며 농지의 상부에
일정 간격으로 태양광 모듈을 분산배치하여 하부 농작물에 충분한 태양광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임.
8 솔라커넥트(농업인을 위한 태양광, 농촌 태양광 정책사업, SolarConnect,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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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영농형 태양광 설치 사례

자료: 솔라팜(http://solarfarm.co.kr/: 2018. 12. 7.).

<그림 4-11>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주요 효과

자료: 임철현 외(2018).

○ 농지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고 농지를 보전할 수 있으며, 과잉 생산으로 문
제인 쌀 생산량도 10～20% 조절할 수 있고, 태양광 발전의 매전 수익을 통
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도 지원할 수 있게 됨.
- 구조물 하부에 생기는 그림자는 이상기후에 대비한 차광 효과로 농지의
온도 상승을 막고 수분의 증발 속도 또한 낮춰 폭염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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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상 태양광 발전 시공 기술9

2.1. 수상 태양광 개요 및 특징
○ 수상 태양광 발전 기술은 기존 태양광 발전 기술과 수상 설비(부력체) 및 계
류시설이 융합된 기술로서, 다습환경의 태양광 시스템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해 연구되어 실증되고 있는 형태임. 육상
태양광 발전에 비하여 온도의 안정성 및 환경의 균일성과 같은 여러 장점이
있어 세계적으로 2025년 태양광 시스템 시장 중 5～7%(약 100억 달러) 정도
의 성장성이 예상되는 기술임.
○ 수상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하기 위한 부
유체, 부유체로 구성된 부유 시스템을 수상에서 고정할 수 있는 계류 시설,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되는 직류 전력을 전기실로 전달하는 수중 케이블, 직
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계통연계형 태양광 인버터로 구성되고,
추가적으로 일사량 및 발전전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설로 구
성됨<그림 4-12>.

9 양기해. 원고위탁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수상 태양광의 종류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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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기본 구성

자료: 산업교육연구소(2018).

○ 수상 태양광 발전 기술은 정부의 3020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기술로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 안전성 및 장기 내구성 확보가 필요함.
- 유휴수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없어 태양광 발전 시
설 건설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 측면에서 육상 태양광 발전 시설의 건설
비용 대비 설치비 절감이 가능함.
○ 또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면에
서의 냉각효과, 수면반사 효과 및 음영지역을 회피할 수 있어 발전량 증가
효과도 볼 수 있음.
○ 육상 태양광 발전에 비해 부력체 구조물 및 계류 설비의 추가비용 등의 발생
으로 감가상각비용이 증가하고, 육상용 발전시스템 대비 유지 및 관리 비용
의 상승으로 육상 태양광 발전 설비와는 다른 원가 구조를 가지는 반면, 육
상 태양광에 비해 설치부지 구매 및 제조 관리 등이 필요 없어 매력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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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임. 최근에는 수상 태양광에 예술(Art) 개념이 도입되어 Floating art라는
새로운 영역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임.
<그림 4-13> Floating art 모형도

자료: ㈜세기종합환경 Floating art 내부 자료.

2.2. 수상 태양광 시설의 구성 및 내용
2.2.1. 태양광 모듈
○ 태양광 모듈은 일정 크기의 전압과 전류 생성을 위해 여러 개의 태양전지를
서로 직렬로 연결하고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충진재, 유리 등
과 함께 압축한 것임. 저철분 강화유리(Low Iron Glass)/완충재(PPO 또는
EVA sheet)/태양전지(Solar Cell)/완충재(PPO 또는 EVA sheet)/백시트(Back
Sheet)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태양전지와 태양전지를 직렬로 연결하기 위한
Pb free 도체 리본을 사용함<그림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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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태양전지 모듈의 구조

자료: Solar Center(http://www.solarcenter.co.kr/: 2018. 12. 17.).

2.2.2. 부유 구조물
○ 수상 태양광 부유 구조물은 태양광 모듈을 견고히 지지할 수 있도록 풍하중,
파랑, 유속 등 외력에 의한 하중을 부력체로 전달하고, 구조물의 강성 및 강
도뿐만 아니라 각종 연결부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 수상환경에서 부력에 대한 장기 내구성과 국부적인 손상에도 부력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해야 함. 부력체의 구현방식에 따라 프레임형과 부력일체형 및
PE 파이프 방식으로 구분하고, 부력체 내부 형식에 따라서는 격벽형, 중공
형 및 충진형으로 구분됨.

가. 부력체의 구현방식
○ 부력체는 시공 기술의 구현방식에 따라 메탈프레임(알루미늄 프로파일) 또
는 FRP H빔을 조립하고, 하부에 부력체를 연결하는 프레임형, 성형이 용이
한 PE 재질로 부력통과 모듈을 지지하는 부력 일체형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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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형 구조는 하중전달 경로에 구조재를 배치한 프레임 구조로 단위 구
조물의 확장이 가능하며, 구조물 사이에 개방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통풍,
산란광 및 수면 냉각효과로 발전량 증대에 유리함. 또한, 구조적 안정성이
높아 모듈 경사각을 30〫
로 조절 가능하고 발전효율이 높지만, 건설비가 높아
저수지 면적이 넓은 대규모 발전시스템에 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 부력 일체형 구조는 부력체 하나에 태양광 모듈 1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일체
형 부력체가 포함된 구조물로 평가대상이 이에 해당되며, 모듈 경사각이 10
∼20°로 프레임형 구조에 비해 발전효율이 낮으나, 건설비 절감이 가능한
구조임.
<그림 4-15> 부력체의 구현방식

(a) 프레임형

(b) 부력 일체형

(c) 부력 일체형

자료: 산업교육연구소(2018).

○ 그 외에 PE 파이프 구조는 열융착을 통해 폴리머 파이프를 연결 및 조립한
구조물로, 구조재와 부력체를 복합 사용하는 부력체임. 폴리머의 낮은 물성
등으로 구조물 확장 시 볼트 연결이 어렵고, 시공성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구조임. 현재 태양광 시장에서 상용화된 부유 구조물
적용 자재의 특성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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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부유 구조물 적용 자재의 항목별 특성
항목

강재
(Steel PosMac)

알루미늄
(AL)

섬유강화복합재
(PFRP)

폴리에틸렌
(PE)

습윤환경 내구성

양호

양호

우수

우수

염해환경 내구성

양호

염해부식 우려

우수

우수

비중

7.8 중량

2.8

1.9 경량

1.4 경량

시공성

양호

양호

우수

우수

환경용출시험

만족

만족

만족

만족

인장(항복) 강도(Mpa)

200

170

400

20

단위중량당 강도(Mpa)

25

60

200

14

자료: 산업교육연구소(2018).

나. 부력체의 내부 형식
○ 부력체는 내부 형식에 따라 격벽형, 중공형 및 충진형으로 구분함. 격벽형
부력체는 박막 부재로서 불균질한 부력 및 구조적 안전성이 우려되는 구조
로 국부적인 파손 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 중공형 부력체는 내부를 충진하지 않은 중공단면을 사용하며, 성형특성상
생산성이 떨어지고 재료 두께의 균질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또한, 국부적인
충격으로 인한 파손 시 침수 우려가 예상되며, 장기간 옥외노출 시 동결 융
해 및 온도 차에 의해 내부에 수분이 발생할 수 있음.
○ 반면, 충진형 부력체는 PE 상용관에 경량 채움재를 충진한 형태로, PE는 피
복재 기능을 하고 부력은 내부 충진재에 의해 이루어져 국부적인 충격이나
파손 시에 수상에서 안정적인 부력 유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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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부력체의 종류

(a) 격벽형(PE 멀티룸)

(b) 중공형(PE 일체형)

(c) 충진형(PP 충진)

(d) 중공 Water spring 일체형

자료: 산업교육연구소(2018).

2.2.3. 계류설비
○ 계류시스템은 외력에 의한 모든 하중이 계류시스템에 의해 저하되므로 계류
에 과도한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계류시스템의 필수 요
구조건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음.
- 풍속, 유속, 파랑 등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한 계류시스템
- 계류력에 의한 중력방향 하중 최소화
- 계류선에 항상 유효 인장력이 유지될 수 있는 계류방식 적용
- 수심 및 수위 차에 의한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보호

2.2.4. 발전 설비
○ 수상 태양광 발전의 경우, 설치 시 수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송전손실을 최소
화하고 전기안전 및 내습특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존의 송전계통과의 통합
최적화가 필요함. 수상 태양광 발전의 발전원가의 80∼90%는 초기의 설치
비용을 사용 연수로 나눈 감가상각비가 차지함. 사용 연수가 20년인 태양광
발전은 업계의 관례상 태풍, 홍수 등에도 견딜 수 있는 부유 구조물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임. 연간 발전량 증대가 수상 태양광 발전의 발전수익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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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며, 물 위에서 움직이는 부유체로 인해 단자함 등 전
기소자의 안전 확보가 핵심 기술임.

2.3. 국내 기술 동향
○ 수상 태양광 설비의 건설비용에서 부유체 및 계류시설이 차지하는 구성 비
율은 전체 비중의 45% 내외로 건설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유체
기술이 중요함.
○ 현재 국내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부유체는 프레임형과 부력 일체형이 있
으며, 프레임형은 금속프레임과 PE 부력체를 혼용한 부유체로 건설비용은
높으나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수한 반면, 부력 일체형은 태양광 발전효율은
낮지만 건설비용이 낮은 편임. 수상 태양광 기술은 수면을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 농어촌공사를 주축으로 관련기업, 학교 및 연구소가 컨소시엄 형태로
활발히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연구팀과 SDN은 2009년 12월 경남 통영시 북신만
에 고정식 수상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였음. 이것은 홍익대 산학협력
단의 국토해양부 과제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친환경 부유식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의 중간 결과물로, 철로 된 강재가 아닌 첨단 신소재인 섬
유 강화복합재(FRP)를 사용하였으며, 2010년에 한국에 상륙한 태풍을 견뎌
낸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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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추적식 수상 태양광 발전시스템

자료: 안인수 외(2014).

○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남 주암댐에 2.4kW급으로 고정식 수상 태양광 발전 플
랜트를 설계하고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플로트 드럼 22개와 도
르래를 이용하여 수위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일관성 있
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육상과 수상 태양광 발전의 효율 차이
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지상 대비 18∼26% 발전량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
였음. 또한, 전산유체해석 및 부유 구조물 해석을 통해서 유속변화, 파고의
영향에 대한 부유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하였음.
○ 국내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면을 적게 사용하고 넓은 공유수면을 활용하
려는 게 가장 큰 목적임. 물 위에서 태양 움직임에 따라 발전 설비를 회전시
키면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도 쉬움. 하지만
수상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기술 및 경제성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님.
○ 물 위에 떠있으면 안개 때문에 발전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전기를
육상으로 보내기 위해 일정량의 에너지 손실을 감내해야 하고, 건설비용도
육상 발전보다 더 들 수 있어 땅값을 포함한 육상 발전 설비의 총 투자비를
포함해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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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한국수자원공사 기술: 고정식

자료: 안인수 외(2014).

2.4. 수상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 수상 태양광 발전은 육상 태양광에 비해 설치비 및 유지비가 높으나, 저수지
의 수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설치 부지확보 문제, 토목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수면 냉각효과로 발전량이 육상 대비 10% 이상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정부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태양광발전소부지에
대한 차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수지 인공 댐 등 수면을 활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1.5로 설정하여 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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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태양광 에너지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 에너지 및 기준

가중치

설치유형

1.2
1.0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부터

0.7
0.7
1.5
1.0

3,000kW 초과부터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 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4.0

세부기준
100kW 미만

3,000kW 이하
3,000kW 초과부터

2018년, 2019년

ESS설비(태양광설비연계)

2020년

자료: 한국에너지공단(https://www.knrec.or.kr: 2018. 12. 17.).

○ 국내 수면 자원인 10대 하천의 유역 면적은 74,737㎢이며, 이 중 1%를 태양
광 발전에 활용할 경우 75GW 용량을 건설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
음.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은 저수지 수면에 설치되어 냉각효과로 모듈의 온
도가 낮아져 발전효율이 증가됨이 관련기관의 실증시험을 통해 증명되었음.
<표 4-7> 10대 하천유역 면적 및 태양광 생산량 추정
10대 하천

유역면적(㎢)

1% 활용 시 태양광 발전
CAPA(GW)

한강

25,954

25.95

낙동강

23,384

23.38

금강

9,912

9.91

섬진강

4,912

4.91

영산강

3,468

3.47

안성천

1,656

1.66

삽교천

1,650

1.65

만경강

1,527

1.53

형산강

1,140

1.14

동진강

1,136

1.14

합계

74,737

74,74

자료: 국토교통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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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국내 댐, 저수지의 공유수면 활용을 위한 부유 구조물 개발 등 태양광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며, 국내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4-19>.
<그림 4-19> 국내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추이

자료: 박종윤 외(2017).

2.5. 향후 수상 태양광
○ 기후변화 문제로 해수면이 해다마 상승하고 있으며, UN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적응 기술에 주력하고 있음. 갑작스런 해수면 상
승이나 폭우에 대피하거나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부유체가 필요하기 때문
에 최근 부유 해양도시도 그러한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음. 수상 태양광 역시
단순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아닌 수질정화 기능과 레저기능과 디자인 기능들
이 가미 된 발전시스템이 필요함.
○ 최근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호수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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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자 지역주민들이 수질오염을 이유로 반대를 하여 어려움을 겪었음. 요
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나, 산
소전달률은 저하될 수 있음. 산소는 공기 중에서 수표면을 통해 전달되는데
대단위로 수표면을 덮으면 산소전달률이 저하되어 인위적인 산소공급이 필
요함. 또한, 햇빛 차단으로 일시적인 녹조 저감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녹조
저감효과보다는 햇빛이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더 커서 수질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햇빛을 받은 물과 서로 순환시켜 줘야 함.
<그림 4-20> 미래의 수상 태양광시설의 모습

자료: ㈜세기종합환경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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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한국 부채 공원 디자인 수상 태양광 시설의 모습

자료: ㈜세기종합환경 내부자료.

○ 모든 수상 구조물에는 부착조류가 성장하게 되는데 부착조류를 먹기 위해
다양한 생명체들이 모여들어 일시적 종 다양성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나, 장
기적으로 보면 부착조류들이 부패하여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질정화 시설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수질정화 기능을 갖춘
수상 태양광 시설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미래의 수상 태양광은 디자인 레저, 해양도시건설, 수질정화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4차산업으로 IT 산업을 이어갈 미래 산업이 될
것임.
○ 수상 태양광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 시장은 유가변동,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어려움이 있으나 중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점차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어, 중장기
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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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 태양광과 관련된 기술적 이슈와 시사점

3.1. 육상 태양광
○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대부분은 장기간 농업활동
을 통해 지반 다짐 및 평탄작업 등 기본적인 정비가 되어 있어 임야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토목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벌목이 필수이므로 토목 공사 비용이 일반 태양
광 대비 30～50% 상승하며, 산림 파괴로 인한 환경과 경관 훼손, 경사로 공
사로 지반 붕괴 가능성 커지고 있어, 평균 경사 15° 이상의 산지는 태양광발
전소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음(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
경성 평가 협의 지침).
○ 또한, 2018년 6월 26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을 통해 ‘임야’ 지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0.7로 낮춰졌
으며, 산림으로 원상복구 해야 하기에 사실상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의 수익
성은 떨어지게 됨.
○ 한편, 태양광 발전 시설(100kW)의 설치비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09백만 원, 중국 73백만 원, 독일 79백만 원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국산 태양광 모듈의 가격은 와트당 430원으로 중
국산(380원)에 비해 13%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계통연
계가 필요하며, 설치방법 및 이격거리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게 됨. 또한,
2018년 6월 현재 계통접속 여유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6.9GW,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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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0GW의 여유가 있으나, 전북은 1.8GW, 강원 3.4GW로 재생에너지 접속
의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상황임. 즉 계통접속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음.
○ 농촌 태양광의 경우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로 전용함에 따라 경지면
적 감소와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나, 농업소득보다 높으며 안정적 소
득원으로서 장점이 있음.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보전할 수 있으며, 과잉
생산으로 문제인 쌀 생산량도 10～20% 조절할 수 있고, 태양광 발전의 매전
수익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도 지원할 수 있게 됨.

3.2. 수상 태양광
○ 수상 태양광 발전은 육상 태양광에 비해 설치비 및 유지비가 높으나, 저수지
의 수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설치 부지 확보 문제, 토목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수면 냉각효과로 발전량이 육상 대비 10% 이상 높은 장점이 있음. 또한, 저
수지 인공 댐 등 수면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는 1.5로, 농지나 임야보다 높아 수익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으
나, 지역주민들이 수질오염을 이유로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음. 대
단위로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소전달률이 저하되어 인위
적인 산소공급이 필요하며, 햇빛이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햇빛을 받은 물과 서로 순환시켜야 하는 단점이 있음.
○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태양광 모듈 이외에도 부력체가
필요함. 그러나 부력체를 비롯한 수상 구조물에 부착조류가 성장하게 되면

68

부패로 인해 수질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질정화 시설이 필요하며, 장기적
으로 시설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경관 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고 레저 시설로
활용가치를 제고하며, 수질정화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융복합된 형태로 설
치될 필요가 있음.

제

5

장

농촌 태양광 제도적 이슈와 시사점

1.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와 농지법

1.1. 농지의 태양광 설치 관련 규정 변화
○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농
지전용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의미함.
○ 초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은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2008년 농지법 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농업보호구역에 태양광 발전 설비
를 허용하면서 농업인의 편의 증진 및 소득증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이후 2013년 12월 30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제 29조 제7항 제7조에 의거
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하여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는
데, 농지 위에 직접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고, 건축물 위에만 가
능하게 되었음.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 동안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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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6년 농지법 시행령 이 다시 개정되면서 2015년 농업인 또는 농업법
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소유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행위가 가능하
게 되었음.
- 2018년 4월 30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에 의해 2015년 12월 31일 이
전에 준공된 경우에만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농업진흥구역
안 모든 건축물의 지붕으로 확대 상향 조정되었음.
○ 2018년 11월 2일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업인 태양
광 발전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최근 에너지 부족 및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신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이 활
성화되고 있어 농업진흥구역에서 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용행위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이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어촌 지역의 에
너지 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
용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임.
○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2년 34ha에 불과하던 농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
면적이 2017년 1,437.6ha로 증가하였고,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이미
2017년 태양광 시설 설치면적의 2.4배를 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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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태양광 시설 관련 농지전용 현황(2018년 11월 기준)
단위: 건, ha
시도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1월 말

건수

180

561

1,075

2,940

2,033

6,593

15,456

면적

34.0

127.4

239.0

581.8

505.8

1,437.6

3,476.6

건수

-

-

-

-

-

-

-

면적

-

-

-

-

-

-

-

건수

-

-

-

-

-

2

3

면적

-

-

-

-

-

0.1

0.1

건수

-

-

1

-

-

-

-

면적

-

-

0.2

-

-

-

-

3

9

12

19

25
4.3

건수
면적

-

-

0.4

1.3

1.5

2.4

건수

-

-

-

7

-

2

8

면적

-

-

-

1.4

-

1.0

1.5

건수

-

-

-

-

3

2

7

면적

-

-

-

-

0.3

-

1.1

건수

-

-

-

1

1

-

3

면적

-

-

-

0.0

0.2

0.2

0.6

건수

-

-

1

5

6

9

13

면적

-

-

0.0

0.7

1.1

1.9

3.2

건수

-

3

1

37

50

204

430

면적

-

0.6

0.1

5.7

10.5

40.8

96.8

건수

2

7

17

93

175

451

1,004
323.4

면적

0.2

1.9

2.6

24.1

61.5

113.5

건수

3

7

24

139

165

184

349

면적

1.0

0.9

4.4

23.0

43.5

51.8

107.6

건수

9

19

132

607

210

503

948

면적

1.7

2.7

41.0

101.1

57.2

96.5

259.3

건수

147

404

443

664

643

3,308

7,211
1,240.7

면적

27.4

80.0

85.2

134.3

131.0

647.0

건수

11

54

291

853

406

897

3,483

면적

2.2

21.1

57.1

165.9

105.2

227.5

862.8

건수

5

21

65

293

253

633

1,290

면적

1.3

5.2

15.4

71.0

60.8

155.5

377.0

건수

3

16

18

128

93

273

435
91.2

면적

0.2

3.3

3.6

19.9

26.9

63.5

건수

-

30

79

104

16

106

247

면적

-

11.6

29.0

33.3

6.1

35.9

107.0

주: 건축물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면적은 제외됨. 농지전용을 통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면적에 한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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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일본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 추이를 보면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에 2,267.6ha로 가장 많은 농지전용이 이루어졌
음.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16년에는 1,554.9ha의 농지전용이 이루어졌음.
- 2016년 기준 일본의 경지면적이 447만 ha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의 약
2.6배 많은데,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은 우리나라가 일
본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즉, 우리나라의 농지 내 태양광 설
치면적은 일본에 비해 과도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5-2> 일본의 태양광 시설 관련 농지전용 현황
단위: 건, ha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18

1,152

6,286

11,930

9,432

9,309

면적

0.7

263.9

1,351.4

2,267.6

1,580.8

1,554.9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2018. 12. 13.).

○ 일본은 전체 경지면적의 91.1%를 농용지구역(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으
로 지정하고 대부분의 농지에서 농지전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농지전
용 건수 및 면적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농용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축사나 농업용 창
고 시설 등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고, 별도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용 시
설 용지에서만 설치 가능함. 농업용 시설면적은 2015년 말 기준 약 4만
ha 수준임.
○ 우리나라는 농지법 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되며, 농업진흥
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됨. 농업진흥지역은 엄
격히 보전관리되는 대상 지역임.
- 하지만 전체 경지 162.1만 ha 중 농업진흥지역은 47.9%인 77.7만 ha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은 70.0만 ha로 전체 경지면적의 43.1%
수준이어서 전체 경지면적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임. 90% 이상의 농지를
농용지(우리의 농업진흥구역)로 지정한 일본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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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지법 상 태양광 시설 설치가 허용 가능한 행위인지?
○ 현행 농지법 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 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에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농업진흥지역 내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지법 제32조)은 농업진흥구
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지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농수
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 농어촌 산업 시설과 일부 공공시설 등만 허용함.
-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므
로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 현재 농업보호구역은 농지법 제32조 제2항 제2호의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규정에 근거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함.
-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
물, 그 밖의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 따른 관광
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부지면적이 2만 ㎡ 미만)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부지면적이
3천 ㎡ 미만) 그리고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 ㎡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등임.
○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생산 이외 목적으로 시설 설치를 허용해주는 경우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근거가 있을 때임. 즉, 농업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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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 태양광 시설의 경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농업보호구역 내 타 허용규정(관광농업, 주말농원 등)과
비교해서 태양광 설치 허용행위 기준을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주민갈등 문제 해소와 농지법 상 농업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농업보호구역 내 운영방
식을 마을 내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형 또는 마을단위 법인체 등 농가
참여형에 한하여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므
로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
물에 의한 토양오염 유무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함.

1.3.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일시사용허가 문제
○ 앞서 2018년 11월 2일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의하면,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업
진흥구역의 농지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제
출된 상태임.
○ 현재 농업진흥구역도 앞서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와 마찬가지로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
행령에 근거가 없어서 태양광 시설 입지는 불가능함.
○ 2018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1항
제4호 의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
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즉, 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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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에 한해 20년간 일시사용 형태로 태양광 발전 설치가 허용됨.
- 일시사용 허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
아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 일본은 농용지(우리나라의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에 한하여 일시
사용 허가(3년에서 최근 10년으로 연장)를 하고 있음.
-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을 신청할 경우 하부 농지에 대한 영농계획서, 영
농형 발전 설치가 하부 농지의 영농에 미치는 영향 전망(근거가 되는 관
련 자료 또는 전문가 의견서), 영농형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자와 하부의
농지에서 영농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설치비용 및 해체비용 부담에 대
한 합의 증명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수확량에 대해서 전문가
(EX, 보급 지도원 시험연구 기관, 농업위원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함.
<표 5-3> 일본의 농지구분에 따른 태양광 전용허가 기준
구분

허가기준

농용지 내 농지

원칙적 불허함. 다만, 농업용시설의 부대시설(전기판매용 태양광 발전 시설 제외)로 설치되거나 경우나 영농형
발전 설비로 설치된 경우(일시 사용 허가에 한함)는 예외적 허용함.

갑종농지
제1종 농지

원칙적 불허함. 다만, 농업용시설의 부대시설(전기판매용 태양광 발전 시설 제외)로 설치되거나 경우나 영농형
발전 설비로 설치된 경우(일시 사용 허가에 한함)는 예외적 허용함. 또한, 인접농지에 설치하여 당해 농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경우(갑종 농지는 전체면적의 1/5, 제1종 농지는 1/3 이내)

제2종 농지

대체가능성이 없을 경우 허용

제3종 농지
원칙 허용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j/shokusan/renewable/energy/attach/pdf/index-95.pdf: 2018. 12. 20.).

○ 일본은 전체 농지의 91%가 우리나라의 농업진흥구역이라 할 수 있는 농용
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특수성이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전체 농지의
52% 이상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과반수 이상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자유로움.
- 즉, 설치 대상 면적 기준으로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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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본은 농업위원회라는 별도의 농지행정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일시
사용 허가가 이루어진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용이하다
는 이점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가 가
능하지만, 현재 시행령에 관련 근거 조항이 없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불가능함.
- 하지만, 장기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농지에 대한 수확량
보고 및 확인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앞서 농업보호지역 내 농가 참여형
운영방식으로 농업진흥구역 일시사용 허가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일본의 농촌 태양광 관련 제도10

2.1. 농산어촌의 재생에너지 가능성
○ 일본은 숲, 농지, 하천과 수로 등 국토 공간별로 재생에너지 주요 과제를 설
정하고 있음. 일본 국토교통성(2014)에 따르면 전체 국토면적 3,780만 ha 가
운데 66.3%를 차지하는 숲의 경우 자원의 부존 상황과 국토 보전 등의 관점
에 입각하여 목재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이나 지열발전 등을 주요 과제
로 삼고 있음.

10 오현석. 원고위탁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농촌 태양광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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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면적의 12.0%를 차지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식량 공급 등의 기능에 지장
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 및 육상 풍력 발전 등을 재생에너지 주
요 과제로 삼고 있음. 이 밖에도 국토의 3.5%에 해당하는 하천 및 수로 등을
이용한 수력 및 소수력 발전을 재생에너지 주요 과제에 포함시키고 있음.
○ 전체 농지 454만 ha 가운데 농지로서 활용이 어려운 폐기농지 면적은 전체
농지의 3.2%인 14.4만 ha이며, 만일 이와 같은 폐기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
를 갖출 경우 태양광 발전량은 연간 984억 kWh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농업용 수리 시설을 이용한 소수력 발전의 경우에도 연간 8.9억 kWh의 발전
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산지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간벌재를 바탕으로 연간
2,000만 톤에 달하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할 경우 연간 70억 kWh의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 5-4> 일본 국토의 구성과 재생에너지 가능성
구분

면적(만 ha)

구성비(%)

재생에너지 주요과제

숲

2,506

66.3

자원의 부존 상황과 국토 보전 등의 관점에 입각하여 목재의 바이오매스 발전이나 지열발전
등을 실시

농지

454

12.0

식량 공급 등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태양광 발전 및 육상 풍력 발전 등을
실시

택지

192

5.19

도로

137

3.6

하천, 수로

134

3.5

기타

357

9.4

해상

-

-

계

3,780

100.0

지리적 조건에 따라 수력 및 소수력 발전을 실시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2014). 2014년 토지 동향 .

○ 일본은 재생에너지별로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해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책을 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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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도입 현황
구분

고정가격 매입제도 이전 누적 도입량

고정가격 매입제도 이후 인증 설비 용량(2015년11월)

태양광

약 560만 kW

풍력

약 260만 kW

중소수력

약 960만 kW

약 74만 kW

바이오매스

약 231만 kW

약 279만 kW

약 7,964만 kW

지열

약 50만 kW

약 7만 kW

총

약 2,061만 kW

약 8,558만 kW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http://www.enecho.meti.go.jp/category/saving_and_new/saiene/kaitori/: 2018. 12. 7.).

<표 5-6> 일본의 2016년도 고정가격 매입제도의 매입가격
전원 조달구분

조달가격(세금 별도)

태양광 10kW 이상

24 엔/kWh

풍력 20kW 이상

22 엔/kWh

소수력 200kW 미만

34 엔/kWh

기존 도수로 활용 소수력 200kW 미만
바이오매스 미이용 간벌재 등
바이오매스 메탄 가스 발효

25 엔/kWh

2,000kW 미만

40 엔/kWh

2,000kW 이상

32 엔/kWh

매입기간

20년

39 엔/kWh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http://www.enecho.meti.go.jp/category/saving_and_new/saiene/kaitori/: 2018. 12. 7.).

2.2.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
2.2.1. 목표
○ 일본은 2013년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로운 재생에너지 전기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함. 이를 통해 농산
어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토지, 물, 바이오매스, 기타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을 전기발전에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한편, 농
림어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발전을 촉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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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재생에너지 전기발전의 촉진
과 농림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분명히 제시함.
-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이익의 지역 환원 필요성을 명확하게 규정함.
- 무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정비하여 우량 농지 등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농림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분명히 함.
“시정촌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발전을 하는 사업자와 농림어업자 및 그 단체, 기타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이
상호 밀접한 연계 속에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농산어촌의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발전의 촉진은 식량공급, 국토보전 등 농림어업이 가지는 기능의 중요성
을 감안하여 지역의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일본 각지에서 메가솔라 등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유휴지 공유지 사유지 등
의 토지 수요와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지나 해역의 이용을 통해 농림어업 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이 과제임.
※ 고정가격 매입제도의 인증을 받은 설비 용량
- 태양광 8,170만 kW 중 메가솔라 4,319만 kW, 메가솔라 외 3,851만 kW
- 태양광 전체의 93.5%, 풍력 등 기타 6.5%
※ 토지가격의 추이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지대 수입
- 대규모 태양광 발전(2,000급) 임차료 15만엔/1,000㎡
- 농지임차료(10a당) 전국평균: 논 약 12,000엔, 밭 10,000엔, 임야 17,000엔, 초지 4,700엔

○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상의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로 다음에 열거한 재생가능에너지원 중 하나를 변환하여 얻은 전기로 규정
하고 있음.
- 태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동식물에서 유래하는 유기물로 원유,
석유 가스, 가연성 천연 가스, 석탄 및 이들로부터 제조되는 제품은 제외)
- 기타 전기 에너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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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의 기본방침
○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에 의해 농림성은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로
운 재생에너지 전기발전 촉진을 통한 농산어촌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음(기본 방침). 기본방침은 다음의 사항을 정함.
-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로운 재생에너지 전기발전의 촉진을 통
한 농산어촌의 활성화의 의의와 목표에 관한 사항
-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로운 재생에너지 전기발전의 촉진을 위
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농림지역과 어항 및 주변 수역의 농림어업에의 이용과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발전을 위한 이용을 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정비와 함께 실시하는 농림지역 농림업의 효율
적이고 종합적인 이용과 기타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자연경관 보전과의 조화, 기타 농산어촌의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2.2.3. 시정촌의 농산어촌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시정촌은 상기의 기본 방침에 따라 당해 시정촌의 구역에서 농림어업의 건
전한 발전과 조화로운 재생에너지 전기발전의 촉진을 통한 농산어촌의 활성
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정함.
-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로운 재생에너지 전기발전의 촉진에 의
한 농산어촌의 활성화 정책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정비를 촉진하는 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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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구역에서 정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종류와 규모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정비와 함께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업의 효율적
이고 종합적인 이용을 위한 사항
-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정비와 함께 추진하는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관한 사항
<그림 5-1> 시정촌의 기본계획 예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j/shokusan/renewable/energy/pdf/houritsu.pdf: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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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정비 계획의 승인
○ 시설 정비 계획의 승인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정비(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환경부령
(성)이 정한 바에 따라 시설정비계획을 작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정
촌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종류와 규모, 설치 기간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와 아울러 실시하는 농림지역 농림업의 효
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의 확보, 농림어업 사업 관련 시설의 정비, 농림
어업자의 농림어업 경영개선 촉진 등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활동의 내용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또는 농림어업 관련 시설 용도로 제공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면적, 또는 수역의 범위
- 자금 소요액과 재원 조달 방법
- 기타 농림부(성) 및 환경부의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기본방침에서 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철거 및 원상 회복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의 주요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농림부, 환경부령으로 시설 정비 계획 양식을 통해 규정
- 비용 부담 방법, 비용 부담 총액, 비용 확보 방법, 원상 회복을 위한 비용
부담액을 매년 얼마씩 5년간 적립한다는 내용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시설 정비 계획의 승인 신청 시 다음의 사항들
이 기재된 토지사용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1) 토지를 임대할 경우 원상 회복 의무를 지는 사람
2) 원상 회복에 드는 비용 부담 방법과 비용 적립 방법
3)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
4) 토지의 임대 기간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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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 국가 및 도도부현은 시정촌에 대해 기본계획의 작성과 원활하고 확실한 시
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
<그림 5-2>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따른 농지전용
재생에너지법 관련 부령
평성 24년 4월 내각 결정
(2012)
“우량농지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휴경지 사용 등 지
역의 농업진흥에 이바지하는 경
우에 대해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
치와 관련된 농지제도를 명확히
한다.”
평성 25년 1월 내각 결정
(2013)
“규제개혁에 대한 과저 국무회의
결정사항을 꾸준히 추진”
평성 25년 3월
“농지에 지주를 세우고 상부 공
간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농지제도를 명확화”
평성 25년 6월
“풍력발전 설비의 설치에 관한
농지 전용 제도를 검토하고 결론
을 낸다”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한 재생가능에
너지 발전 설비 정비구역에 제1종 농지를 설
정하는 경우 기준을 규정 → 농용지 구역에는
설정 불가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설비 정비구역에 제
1종 농지를 포함하려면 다음의 토지는 설
정 가능
-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농지(적색)
-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농지(황색) 중
생산조건이 불리하고, 상당기간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수령인이 예상되지 않아
향후 경작 가능성이 없는 토지
○ 또한 풍력발전 설비 및 소수력 발전 설비
에 대해 다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
1종 농지의 폐기농지 이외의 농지(녹색)는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
- 연중 안정적으로 바람이 관측되는 위치
또는 농업용수 등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발전이 전망되는 장소
- 농지의 집단화 등 농작업상 이용에 지장
이 없는 위치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를 설정하는 경우

농지법 관련 부령

좌측의 정비구역 내에서 농산어촌 재생
에너지법에 근거한 시설정비계획에 따
라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제1종 농지전용 불허 예외에 추가
○ 이 경우 다음의 것이 필요
- 정비구역에 대해서 농업상의 토지
이용조정(현･지정시정촌과의 조
정)이 이뤄진 경우
- 설비정비계획에 포함된 농림어업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활
동으로 협의에서 협의가 이뤄진
경우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j/shokusan/renewable/energy/pdf/houritsu.pdf: 2018. 12. 13.).

○ 국가 → 시정촌
- 전국의 선진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모델 케이스 소개
- 조사 사업 및 실증 사업을 통해 얻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의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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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부현 → 시정촌
- 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재생에너지 관련 자원의 부존 상황, 위치 등의
정보 제공이나 기술적 조언
○ 시정촌 → 인증 시설 사업자
- 인증 시설 정비 계획에 기재한 운전 개시시기를 상당 정도 초과했거나,
인증 시설 정비 계획에 따른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조언
<그림 5-3> 일본의 농업진흥지역제도와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요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j/shokusan/renewable/energy/pdf/houritsu.pdf: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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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영농 계속형 태양광 발전 설비
○ 평성 25년 3월(2013) 농지전용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함.
○ 농지에 지주(支柱)를 세워 영농을 계속하는 유형의 태양광 패널 등이 새로
운 기술 개발로 실용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패널 하부의
농지에서 농업생산이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의 영농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함.
(1) 지주(支柱)의 기초 부분에 대해 임시 전용 허가 대상. 일시 전용 허가 기간
은 3년이며, 문제가 없는 경우 재허가 가능
- 재허가는 전용 기간의 영농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시설의 설치가 원인은 아니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단수 감소 등이
보였다면, 그 사정 등을 충분히 감안해 참고
(2) 일시전용 허가에 있어 주변의 영농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 주변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농산물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음
을 확인
- 농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일조량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
- 주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 개량, 규모 확대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지주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높이: 최저 지상고 2m
(3) 일시전용 허가의 조건으로 연간 1회 보고 의무화, 농산물 생산 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설을 철거하고
복원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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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 태양광과 관련된 제도적 이슈와 시사점

○ 2018년 4월 30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의해 설치 장소가 농업진흥구역
안 모든 건축물의 지붕으로 확대 상향 조정되었음. 또한, 2018년 11월 2일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제
출한 상황임.
○ 현재 농업보호구역은 농지법 제32조 제2항 제2호의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규정에 근거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함. 다만, 농업보호구역 내 태양광
시설의 경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농업보호구역 내 타 허용규정(관광농업, 주말농원 등)과 비교해서 태
양광 설치 허용 행위 기준을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업진흥구역도 앞서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와 마찬가지로 농지법 제32
조 제1항 제9호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
에 근거가 없어서 태양광 시설 입지는 불가능함.
- 하지만, 장기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농지에 대한 수확량
보고 및 확인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앞서 농업보호지역 내 농가 참여형
운영방식으로 농업진흥구역 일시사용 허가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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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2013년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
전에 의한 이익의 지역 환원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무계획
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정비하여 우량 농지 등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
전에 필요한 농림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분명히 함. 또한, 재생에
너지 발전 시설 정비 계획 승인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에너지 주권-지방분
권 차원에서 농촌 태양광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임.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농촌지역 공간별로 태양광 입지가 가능한 구역을
조사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입지 가능한 공간계획을 수립, 의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
- 공간별 토지의 소유 및 보유 형태, 태양광 설비 투자재원 형태 등을 고려
하여 개인사업, 공동사업(조합), 마을사업, 지자체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지자체가 설립한 에너지지방공사의 거버넌스하에 이들 사업주
체들을 관리
- 전기구매자(한전)와 에너지 사업자(공급자) 간에 에너지지방공사가 개입
하여, 태양광 발전에 따른 에너지 생산과 분배, 태양광 사업에 따른 비용
과 편익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에너지 자치권을 행사

제

6

장

농촌 태양광 경제성 이슈

1. 농촌형 태양광 발전 비용 추정

1.1. 일반형 태양광 발전의 비용
○ 농촌형 태양광의 경우 농업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활용하여 태양
광 발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 분석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요구
되는 농지의 구매가격은 비용에서 제외함.
- 일반형 태양광 발전의 경우 100kW의 설비용량을 위해서 400평 규모의
농지가 필요함.
○ 농지를 제외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음.
○ 초기 투자비는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을 포
함한 인허가비용과 발전 시설의 시공비를 포함함.
- 인허가비용에는 필요서류 작성 및 인허가 대행비, 계통연계부담금, 농지
보전부담금 등이 포함됨. 계통연계부담금의 경우 사업지에 따라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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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차이나므로 평균값을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듦.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가 전봇대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
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함.
- 시공비는 모듈, 인버터와 같은 설비비용과 설계감리, 구조물, 시공비 등
이 포함됨.
○ 총 초기 투자비용은 인허가비용 3,298만 원과 시공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
한 1억 7,298만 원으로 추정됨.
<표 6-1>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 투자비(100kW, 400평)
단위: 천 원
구분

인허가비용

내역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필요서류 작성 및 인허가 대행

계통연계부담금

･계통연계부담금=용량부담금+거리부담금
･(용량부담금)100kW, 저압, 공중공급: 839만 원(VAT 별도)
･(거리부담금)400m, 신설, 저압, 공중(삼상): 860만 원(VAT 별도)
*최초 200m에 대해서는 미부과
*전봇대에서 400m 떨어진 곳으로 가정

농지보전부담금

･농지공시지가(31,734원/㎡)×30%×1,322㎡×50%

소계
모듈 가격
시공비

인버터 가격
설계감리, 구조물, 시공비 등

비용
8,000

18,689

6,295
32,984

･일반 모듈단가: 600원/W
･영농형: 일반형×1.5

60,000

･100kW=25kW×4개
･500만 원/25kW

20,000

･모듈설치, 구조물설치, 전기설비 시공 등

60,000

소계
총 초기 투자비
주: 연구진 작성.

140,000
172,984

○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 투자비용 1억 7,298만 원의 조달 방법은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농업인이 100% 자기자본으로 조달
- 둘째, 대출가능금액(총 초기 투자비-농지보전부담금)의 80%를 농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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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자본으로 조달
- 셋째, 대출가능금액의 70%를 정책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
기자본으로 조달
<표 6-2> 조달방법별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 투자비용 흐름도(100kW, 400평)
단위: 천 원
자기자본
100%
자기자본
1차년

자기자본

합계

자기자본

합계

5,334

44,967

2,042

58,344

10,153

2,042

2,042

3차년

10,153

10,153

2,042

2,042

4차년

10,153

10,153

2,042

2,042

5차년

10,153

10,153

2,042

2,042

6차년

10,153

10,153

12,821

12,821

7차년

10,153

10,153

12,821

12,821

8차년

10,153

10,153

12,821

12,821

9차년

10,153

10,153

12,821

12,821

10차년

10,153

10,153

12,821

12,821

11차년

10,153

10,153

12,821

12,821

12차년

10,153

10,153

12,821

12,821

13차년

10,153

10,153

12,821

12,821

14차년

10,153

10,153

12,821

12,821

15차년

10,153

10,153

12,821

12,821

16차년

10,153

10,153

17차년

10,153

10,153

18차년

10,153

10,153

19차년

10,153

10,153

20차년

10,153

10,153

198,244

237,877

138,415

194,716

39,633

56,302

대출

10,153

172,984

39,633

대출

정책자금

2차년

합계

172,984

농협대출

56,302

주: 연구진 작성.

○ 농협대출의 경우 대출가능금액(1억 6,669만 원)의 80%인 1억 3,335만 원이
대출가능하며 금리 4%, 1년 거치, 19년 상환의 조건으로 분석을 실시함.
- 나머지 비용인 3,963만 원은 자기자본에서 조달함.
- 20년간 총 6,489만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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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의 경우 대출가능금액(1억 6,669만 원)의 70%인 1억 1,668만 원이
대출가능하며 금리 1.75%,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분석을 실시함.
- 나머지 비용인 5,630만 원은 자기자본에서 조달함.
- 20년간 총 2,173만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함.
○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설비를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함.
- 전기안전관리비, 화재보험료, 유지관리비는 매년 발생하는 관리비임.
- 정기점검은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므로 3년마다 정기점검비 23만 원이
발생하고, 인버터는 7년마다 교체하여야 함.
- 또한 사업 종료 시 폐기공사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함.
○ 20년간 총 9,400만 원의 관리비가 발생하며, 이는 연평균 470만 원 수준임.
<표 6-3>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비(100kW, 400평)
단위: 천 원
구분
전기안전관리비

보험료
유지관리비

정기점검

내역

20년
106

25,555

･ 화재보험료(대출가입 시 필수)
* 시공비의 0.6%

840

16,800

･ 통신비, 전기료, 제초관리, 소규모 보수 등

200

4,000

･ 정기점검: 234,696원
* 저압계통연계 기준: 기본료 137,200원,
20kW 초과 이후 952원/kW
* 3년마다 점검

235

1,643

20,000

40,000

6,000

6,000

인버터 교체 비용

･ 인버터 교체비용: 2천만 원
* 7년마다 교체

폐기물처리비용 등

･ 폐기공사 및 산업폐기물 처리 비용
* 사업 종료 시점에 비용 발생
총 운영비

주: 연구진 작성.

회당

･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96,800원/월
* 50kW 초과∼100kW이하
* VAT 별도

9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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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비 흐름도(100kW, 400평)
단위: 천 원
전기안전
관리비
1차년

1,278

2차년
3차년
4차년

1,278

5차년

1,278

6차년

1,278

7차년

1,278

8차년

1,278

정기 검사

인버터 교체비

235

화재보험료

폐기물처리비

유지관리비

운영비 소계

840

200

2,552

1,278

840

200

2,318

1,278

840

200

2,318

840

200

2,552

840

200

2,318

840

200

2,318

840

200

2,552

840

200

22,318

840

200

2,318

840

200

2,552

235

235
20,000

9차년

1,278

10차년

1,278

11차년

1,278

840

200

2,318

12차년

1,278

840

200

2,318

13차년

1,278

840

200

2,552

14차년

1,278

840

200

2,318

15차년

1,278

840

200

22,318

16차년

1,278

840

200

2,552

17차년

1,278

840

200

2,318

18차년

1,278

840

200

2,318

19차년

1,278

20차년

1,278

합계

25,555

235

235
20,000
235

235
1,643

840
40,000

200

2,552

840

6,000

200

8,318

16,800

6,000

4,000

93,998

주: 연구진 작성.

○ 20년간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총비용(초기투자비+운영비)은 초기투자
비 조달방법에 따라 100% 자기자본 활용 시 2억 6,698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3억 3,188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2억 8,872만 원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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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비용
○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일반형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농업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 분석에서
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요구되는 농지의 구매가격은 비용에서 제외함.
-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경우 100kW의 설비용량을 위해서 700평 규모의
농지가 필요함.
○ 농지를 제외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음.
○ 초기 투자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을 포
함한 인허가비용과 발전 시설의 시공비를 포함함.
- 인허가비용에는 필요서류 작성 및 인허가 대행비, 계통연계부담금이 포함
됨. 일반형 태양광 비용분석과 마찬가지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가 전봇대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함.
-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일반형과는 달리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
- 시공비는 모듈, 인터버와 같은 설비비용과 설계감리, 구조물, 시공비 등
이 포함되며, 영농형의 경우 일반형에 비해 모듈의 가격이 약 50%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됨.
○ 총 초기 투자비용은 인허가비용 2,669만 원과 시공비 1억 7,000만 원을 포함
한 1억 9,669만 원으로 추정됨.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 투자비용 1억 9,669만 원의 조달 방법은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농업인이 100% 자기자본으로 조달
- 둘째, 대출가능금액(총 초기 투자비-농지보전부담금)의 80%을 농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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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자본으로 조달
- 셋째, 대출가능금액의 90%를 정책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
기자본으로 조달
<표 6-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 투자비(100kW, 700평)
단위: 천 원
구분

인허가비용

내역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필요서류 작성 및 인허가 대행

계통연계부담금

･계통연계부담금=용량부담금+거리부담금
･용량부담금: 100kW당 860만 원
･거리부담금: 100m당 430만 원
*최초 200m에 대해서는 미부과
*전봇대에서 400m 떨어진 곳으로 가정

소계
모듈 가격
인버터 가격

시공비

설계감리, 구조물, 시공비 등

비용
8,000

18,689

25,200
･일반 모듈단가: 600원/W
･영농형: 일반형×1.5

90,000

･100kW=25kW×4개
･500만 원/25kW

20,000

･모듈설치, 구조물설치, 전기설비 시공 등

소계
총 초기 투자비

60,000
170,000
196,689

주: 연구진 작성.

○ 농협대출의 경우 대출가능금액(1억 9,669만 원)의 80%인 1억 5,735만 원이
대출가능하며 금리 4%, 1년 거치, 19년 상환의 조건으로 분석을 실시함.
- 나머지 비용인 3,934만 원은 자기자본에서 조달함.
- 20년간 총 7,657만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함.
○ 정책자금의 경우 대출가능금액(1억 9,669만 원)의 90%인 1억 7,702만 원이
대출가능하며 금리 1.75%,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분석을 실시함.
- 나머지 비용인 1,967만 원은 자기자본에서 조달함.
- 20년간 총 3,297만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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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조달방법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 투자비용 흐름도(100kW, 700평)
단위: 천 원
자기자본
100%
자기자본
1차년

농협대출
자기자본

자기자본

합계

6,294

45,632

3,098

22,767

11,981

3,098

3,098

3차년

11,981

11,981

3,098

3,098

4차년

11,981

11,981

3,098

3,098

5차년

11,981

11,981

3,098

3,098

6차년

11,981

11,981

19,450

19,450

7차년

11,981

11,981

19,450

19,450

8차년

11,981

11,981

19,450

19,450

9차년

11,981

11,981

19,450

19,450

10차년

11,981

11,981

19,450

19,450

11차년

11,981

11,981

19,450

19,450

12차년

11,981

11,981

19,450

19,450

13차년

11,981

11,981

19,450

19,450

14차년

11,981

11,981

19,450

19,450

15차년

11,981

11,981

19,450

19,450

16차년

11,981

11,981

17차년

11,981

11,981

18차년

11,981

11,981

19차년

11,981

11,981

20차년

11,981

11,981

233,924

273,261

209,991

229,660

39,338

19,669

대출

11,981

196,689

39,338

합계

2차년

합계

196,689

대출

정책자금

19,669

주: 연구진 작성.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설비를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함.
- 전기안전관리비, 화재보험료, 유지관리비는 매년 발생하는 관리비임.
- 정기점검은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므로 3년마다 정기점검비 23만 원이
발생하고, 인버터는 7년마다 교체하여야 함.
- 또한 사업 종료 시 폐기공사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함.

97

○ 20년간 총 9,760만 원의 관리비가 발생하며, 이는 연평균 488만 원 수준임.
- 일반형 태양광의 관리비와의 차액은 시공비의 0.6%를 지급하는 화재보
험료에서 발생함.
<표 6-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비(100kW, 700평)
단위: 천 원
구분

내역

전기안전관리비

회당

･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96,800원/월
* 50kW 초과∼100kW 이하
* VAT 별도

106

25,555

1,020

20,400

･ 통신비, 전기료, 제초관리, 소규모 보수 등

200

4,000

･ 정기점검: 234,696원
* 저압계통연계 기준: 기본료 137,200원, 20kW 초과 이후 952원/kW
* 3년마다 점검

235

1,643

20,000

40,000

6,000

6,000

･ 화재보험료(대출가입 시 필수)
* 시공비의 0.6%

보험료
유지관리비
정기점검

20년

인버터 교체 비용

･ 인버터 교체비용: 2천만 원
* 7년마다 교체

폐기물처리비용 등

･ 폐기공사 및 산업폐기물 처리 비용
* 사업 종료 시점에 비용 발생
총 운영비

97,598

주: 연구진 작성.

○ 20년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총비용(초기투자비+운영비)은 초기투자
비 조달방법에 따라 100% 자기자본 활용 시 2억 9,429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3억 7,086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3억 2,726만 원으로 추산됨.
<표 6-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비 흐름도(100kW, 700평)
단위: 천 원
전기안전 관리비
1차년

1,278

2차년
3차년
4차년

1,278

5차년

1,278

6차년

1,278

정기 검사
235

인버터 교체비

화재보험료

폐기물처리비

유지관리비

운영비 소계

1,020

200

2,732

1,278

1,020

200

2,498

1,278

1,020

200

2,498

1,020

200

2,732

1,020

200

2,498

1,020

200

2,498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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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전기안전 관리비
7차년

1,278

8차년

1,278

9차년

1,278

10차년

1,278

11차년

1,278

12차년

1,278

13차년

1,278

14차년

1,278

15차년

1,278

16차년

1,278

17차년
18차년
19차년

1,278

20차년

1,278

합계
주: 연구진 작성.

정기 검사

인버터 교체비

화재보험료

폐기물처리비

유지관리비

운영비 소계

1,020

200

2,732

1,020

200

22,498

1,020

200

2,498

1,020

200

2,732

1,020

200

2,498

1,020

200

2,498

1,020

200

2,732

1,020

200

2,498

1,020

200

22,498

1,020

200

2,732

1,278

1,020

200

2,498

1,278

1,020

200

2,498

25,555

235
20,000
235

235
20,000
235

235
1,643

1,020
40,000

200

2,732

1,020

6,000

200

8,498

20,400

6,000

4,000

97,598

2. 농가소득 효과 분석

2.1. 일반형 태양광 발전의 농가소득 효과
○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판매에서
발생함.
- 매전단가는 2018년 상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낙찰가인 206.7원을
사용하였으며, 1년 전력 생산량은 일평균 3.5시간 발전을 가정하여
127,750kW로 가정함.
- 또한 매년 1.1%씩 발전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함.
○ 태양광 발전 첫해의 기대수익은 총 2,641만 원이며, 발전효율이 매년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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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마지막 해(20차년)의 기대수익은 총 2,140만 원
으로 추산됨.
- 20년간 총수익은 4억 7,641만 원, 연평균 수익은 2,382만 원임.
○ 따라서 20년간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총 순편익(수익-비용)은 초기비용
조달방법에 따라 자기자본 활용 시 2억 943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1억
4,453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1억 8,769만 원으로 추산됨.
-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1,047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723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939만 원임.
<표 6-9> 조달방법별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순편익 흐름도(100kW, 400평)
단위: 천 원
수익

총비용
자부담

은행대출

순편익
정책자금

자부담

은행대출

정책자금

1차년

26,406

175,536

47,519

60,896

-149,131

-21,113

-34,490

2차년

26,115

2,318

12,471

4,360

23,798

13,645

21,756

3차년

25,828

2,318

12,471

4,360

23,510

13,357

21,468

4차년

25,544

2,552

12,706

4,594

22,992

12,838

20,950

5차년

25,263

2,318

12,471

4,360

22,945

12,792

20,903

6차년

24,985

2,318

12,471

15,138

22,667

12,514

9,847

7차년

24,710

2,552

12,706

15,373

22,158

12,005

9,337

8차년

24,439

22,318

32,471

35,138

2,121

-8,032

-10,700

9차년

24,170

2,318

12,471

15,138

21,852

11,699

9,031

10차년

23,904

2,552

12,706

15,373

21,351

11,198

8,531

11차년

23,641

2,318

12,471

15,138

21,323

11,170

8,503

12차년

23,381

2,318

12,471

15,138

21,063

10,910

8,243

13차년

23,124

2,552

12,706

15,373

20,571

10,418

7,751

14차년

22,869

2,318

12,471

15,138

20,552

10,398

7,731

15차년

22,618

22,318

32,471

35,138

300

-9,853

-12,521

16차년

22,369

2,552

12,706

2,552

19,817

9,663

19,817

17차년

22,123

2,318

12,471

2,318

19,805

9,652

19,805

18차년

21,880

2,318

12,471

2,318

19,562

9,409

19,562

19차년

21,639

2,552

12,706

2,552

19,086

8,933

19,086

20차년

21,401

8,318

18,471

8,318

13,083

2,930

1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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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수익

총비용
자부담

은행대출

순편익
정책자금

자부담

은행대출

정책자금

합계

476,408

266,982

331,875

288,715

209,426

144,533

187,694

평균

23,820

13,349

16,594

14,436

10,471

7,227

9,385

주: 연구진 작성.

2.2.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농가소득 효과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판매에서
발생함.
- 매전단가는 2018년 상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낙찰가인 206.7원을
사용하였으며, 1년 전력 생산량은 일평균 3.5시간 발전을 가정하여
127,750kW로 가정함.
- 또한 매년 1.1%씩 발전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함.
○ 태양광 발전 첫해의 기대수익은 총 2,641만 원이며, 발전효율이 매년 감소함
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마지막 해(20차년)의 기대수익은 총 2,140만 원
으로 추산됨.
- 20년간 총수익은 4억 7,641만 원, 연평균 수익은 2,382만 원임.
○ 따라서 20년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총 순편익(수익-비용)은 초기비용
조달방법에 따라 자기자본 활용 시 1억 8,212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1억
555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1억 4,915만 원으로 추산됨.
-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911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528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746만 원임.
○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 밑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므로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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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작물의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함께 발생함.
농식품부의 벼, 감자, 배추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밑에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에 따라 일반 재배보다 생산량이
7.3~2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증연구는 생산량에 관하여 수행되었지만 작물의 품질이나 생산비 등
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연구되지 않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분
석에 작물 생산으로 인한 소득을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표 6-10> 조달방법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순편익 흐름도(100kW, 700평)
단위: 천 원
수익

총비용
자부담

은행대출

순편익
정책자금

자부담

은행대출

정책자금

1차년

26,406

199,421

48,364

25,499

-173,016

-21,958

907

2차년

26,115

2,498

14,478

5,596

23,618

11,637

20,520

3차년

25,828

2,498

14,478

5,596

23,330

11,350

20,233

4차년

25,544

2,732

14,713

5,830

22,812

10,831

19,714

5차년

25,263

2,498

14,478

5,596

22,765

10,785

19,667

6차년

24,985

2,498

14,478

21,948

22,487

10,507

3,037

7차년

24,710

2,732

14,713

22,183

21,978

9,997

2,528

8차년

24,439

22,498

34,478

41,948

1,941

-10,040

-17,509

9차년

24,170

2,498

14,478

21,948

21,672

9,691

2,222

10차년

23,904

2,732

14,713

22,183

21,171

9,191

1,721

11차년

23,641

2,498

14,478

21,948

21,143

9,163

1,693

12차년

23,381

2,498

14,478

21,948

20,883

8,903

1,433

13차년

23,124

2,732

14,713

22,183

20,391

8,411

941

14차년

22,869

2,498

14,478

21,948

20,372

8,391

921

15차년

22,618

22,498

34,478

41,948

120

-11,861

-19,330

16차년

22,369

2,732

14,713

2,732

19,637

7,656

19,637

17차년

22,123

2,498

14,478

2,498

19,625

7,645

19,625

18차년

21,880

2,498

14,478

2,498

19,382

7,401

19,382

19차년

21,639

2,732

14,713

2,732

18,906

6,926

18,906

20차년

21,401

8,498

20,478

8,498

12,903

923

12,903

합계

476,408

294,287

370,859

327,258

182,121

105,549

149,150

평균

23,820

14,714

18,543

16,363

9,106

5,277

7,458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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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성 분석

○ 농촌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편익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분석기간(20년) 동안 발생하는 비
용을 비교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임.
- 이러한 경제성 분석의 방법으로 비용 편익 분석(Cost Benefit Analysis), 비
용 효과 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 대차대조표 접근법(Balance
Sheet Analysis)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이 이용되고 있음.
- 세부적인 분석지표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편익 비용 비율
(Benefit Cost Ratio),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등이 있음.
○ B/C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임. 즉, 장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것을 의미함.
- B/C가 1보다 같거나 큰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
t : 사업의 내구연도(분석연도)
○ NPV는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
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임.
- NPV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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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를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에 의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임.
- IRR가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2018. 4. 17.)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 4.5%를 본 분석에서 사용함.
○ 초기비용 조달방법에 따라 일반형 태양광의 경우 B/C가 1.41∼1.56, NPV는
9,115만 원～1억 1,244만 원, IRR은 사회적 할인율 4.5%보다 큰 12.0% 이상
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초기비용 조달방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B/C가 1.27～1.45, NPV는
6,613만 원～9,843만 원, IRR은 사회적 할인율 4.5%보다 큰 9.3% 이상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6-11>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천 원
일반형
자부담

영농형

농협대출

정책자금

자부담

농협대출

정책자금

B/C

1.41

1.41

1.56

1.27

1.27

1.45

NPV

91,153

91,302

112,442

66,127

66,303

98,425

IRR

12.0%

60.0%

54.4%

9.3%

46.9%

-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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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감도 분석

○ 경제성 분석의 편익과 비용의 계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음.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음.
- 민감도 분석은 불확실한 외생요인의 변화가 사업의 경제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본 분석에서는 전력판매가격, 할인율, 계통
연계비의 변화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음.
○ 민감도 분석 결괏값은 초기투자비용을 농협대출로 조달한 경우만을 제시함.

4.1. 전력판매가격 변동
○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은 매전단가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음.
- 만약 매전단가가 현재보다 30% 하락한다면 일반형, 영농형 모두 B/C는
1 이하, NPV는 0 이하, IRR은 사회적 할인율 4.5% 이하로 나타나 사업
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매전단가가 현재보다 20% 하락한다면 일반형, 영농형 모두 현재(매
전단가 206.7원)보다는 경제성이 낮지만 여전히 사업의 경제성이 존재하
는 것으로 분석됨.
<표 6-12> 전력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천 원
매전단가
144.7원(-30%)
165.4원(-20%)
186.0원(-10%)
206.7원(0%)
227.4원(10%)
주: 연구진 작성.

B/C
0.99
1.13
1.27
1.41
1.55

일반형
NPV
-3,144
28,338
59,820
91,302
122,783

IRR
1.3%
22.5%
40.0%
60.0%
84.5%

B/C
0.89
1.01
1.14
1.27
1.39

영농형
NPV
-28,143
3,339
34,821
66,303
97,784

IRR
7.6%
27.8%
46.9%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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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출이자율 변동
○ 농협의 대출이자율는 농촌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외생변수 중 하나임. 최근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적으
로 금리변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이자율 변화에 의한 농촌형 태양광 발
전사업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음.
- 농협의 대출이자율이 7%로 상승하였을 경우, 농촌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은 현재(대출이자율 4%)보다 낮아지지만 여전히 경제성은 존재하
는 것으로 분석됨.
<표 6-13> 대출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천 원
대출이자율

일반형
B/C

NPV

영농형
IRR

B/C

NPV

IRR

4.0%

1.41

91,302

60.0%

1.27

66,303

46.9%

5.0%

1.34

79,409

51.6%

1.20

52,270

37.8%

6.0%

1.27

67,083

43.7%

1.14

37,726

29.2%

1.21

54,346

36.3%

1.08

22,696

20.6%

7.0%
주: 연구진 작성.

4.3. 계통연계비 변동
○ 계통연계비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비용 항목 중 하나로 사업대상지의 위
치 및 계통연계가 가능한 전주와의 거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짐. 계통연계지
점이 멀어질수록 계통연계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됨.
- 계통연계지점과의 거리가 400m일 경우 계통연계비는 1,869만 원이지만
계통연계지점과의 거리가 2km로 멀어지면 계통연계비는 9,437만 원으
로 증가함.
- 따라서 계통연계지점과의 거리가 커질수록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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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소하는데, 계통연계지점과의 거리가 2km일 경우 일반형은 B/C
1.06, NPV 1,895만 원, IRR 13.1%로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
지만, 영농형은 B/C 0.98, NPV –605만 원, IRR 0.2%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4> 계통연계비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천 원
거리

계통연계비

400m

18,689

일반형
B/C

NPV
1.41

91,302

영농형
IRR
60.0%

B/C

NPV
1.27

66,303

IRR
46.9%

1km

47,069

1.26

64,169

36.7%

1.14

39,170

26.3%

1.5km

70,719

1.15

41,558

23.6%

1.06

16,560

13.7%

2km

94,369

1.06

18,948

13.1%

0.98

-6,051

0.2%

주: 연구진 작성.

4.4. 할인율 변동
○ 할인율 변화에 따른 농촌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음.
- 태양광 발전사업은 비용의 많은 부분이 초기에 발생하는 반면 수익은 20년
내내 고르게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2.5%로 낮아질 경우,
미래수익의 현재가치가 높아져서 사업의 경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남.
- 반면 할인율이 6.5%로 높아질 경우,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져서 사업의 총 경제성은 감소하지만, 여전히 경제성은 존재하는 것
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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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할인율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천 원
할인율
2.5%

일반형
B/C

NPV

영농형
IRR
60.0%

B/C

NPV
1.28

80,984

IRR

1.42

111,143

46.9%

3.5%

1.42

100,593

60.0%

1.27

73,187

46.9%

4.5%

1.41

91,302

60.0%

1.27

66,303

46.9%

5.5%

1.40

83,090

60.0%

1.26

60,204

46.9%

6.5%

1.39

75,808

60.0%

1.26

54,782

46.9%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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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태양광 사회적 이슈와 개선 방안

1. 농촌 태양광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인들의 농촌 태양광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
하여 201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
원 5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농촌 태
양광에 대한 관심도, 발전 시설의 설치 의향, 설치한 농가의 만족도, 농지 및
저수지, 산지 등에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찬반 여론 등이었음.

1.1. 농촌 태양광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1.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0.7%, 여성은 19.3%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60∼
70대가 38.8%로 가장 많았고, 50∼60대 37.0%, 50세 미만이 15.7%, 70세 이
상 8.5% 순으로 나타났음. 온라인조사의 특성상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능
력이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농업인들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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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연령별 분포>

<지역별 분포>

<주작목별 분포>

<소득별 분포>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 지역별로 경북이 18.3%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12.8%, 전남 12.6%, 충남
1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는 2.8%로 가장 적었음.
○ 영농형태별로는 과수가 28.0%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작 24.3%, 노지채소
15.3%, 시설원예 10.7%의 순으로 나타났음.
○ 소득별로는 1천∼3천만 원이 31.1% 가장 많았으며, 3천∼5천만 원 22.5%,
5천∼7천만 원 19.0%, 7천만 원 이상이 16.6%, 1천만 원 미만이 10.8%의 순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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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주요 조사 결과
○ 농업인들의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음(매우 높음+높은 편
임) 비율이 53.1%, 보통 34.9%, 낮음(전혀 없음+없는 편임)이 12.0%로 농촌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나타남.
○ 반면, 본인 소유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건물 옥상 제외)을 설치한 농업인
은 3.2%에 그쳐 대부분의 농업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7-2> 농촌 태양광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 농업인 가운데 태양광 발전 시설(건물 옥상 제외)을 설치한 비율은 낮았지
만, 설치과정에서 주민갈등, 토양 환경오염, 전자파 피해 등은 거의 발생하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농업인 가운데 향후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건물 옥상 제외)을 설치
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은 46.8%, 의향이 없는 농업인이 35.2%로 설치할 의
향이 있는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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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향후 본인 소유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의향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 향후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토지는 단독이
86.4%로 나타났으며, 설치형태는 영농형이 55.9%로, 패널의 형태는 회전형
이 53.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7-1> 향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토지 및 설치 형태
단위: 명, %
구분

설치 토지

설치 형태

패널 형태

단독

마을공동

일반

영농형

고정형

회전형

빈도

247

39

126

160

125

144

비율

86.4

13.6

44.1

55.9

46.5

53.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 향후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설치비용
과다’가 29.7%로 나타나, 초기 투자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환경오염 우려’ 16.7%, ‘경관 훼손’ 15.8%, ‘전자파 등 피해 우려’
가 12.4%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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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향후 본인 소유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의향이 없는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타인 소유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
된 경우는 29.4%로 나타났으며,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70.6%로 상대적
으로 높았음.
<표 7-2> 거주마을 타인소유 토지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유무
단위: 명, %
구분

설치 유무
있음

없음

빈도

346

144

비율

70.6

29.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로 끌어
올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서는 농지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토
지(소유불문) 위에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찬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반대(적극반대+반대)가 43.0%, 찬성(적극찬성+찬성)이 36.3%로 반대가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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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농지의 태양광 발전 시설 사용에 대한 찬반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그림 7-6> 토지(소유불문) 위에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해 찬성/반대 이유
<찬성 이유>

<반대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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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토지(소유불문) 위에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찬성하는 이유는
‘농가 부수입 및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반대하는 이
유는 ‘경관훼손’ 25.6%, ‘환경오염 우려’가 23.1%로 높게 나타남.
○ 정부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농가 태양광을
크게 농촌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규모에 시설자
금의 융자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한 농업인의 개선점에 대해 설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많았음.
<표 7-3> 농가 태양광 관련 시설자금 지원 내용
시설자금 지원 내용
○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 농촌형 태양광: (200kW 미만) 신청금액의 70% / (200kW 이상 500kW 미만) 신청금액의 30%
- 영농형 태양광: (200kW 미만) 신청금액의 90% / (200kW 이상 500kW 미만) 신청금액의 50%
○ 금리 및 상환: 1.75%(변동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자료: 신･재생에너지센터(2018).

- 금리 인하(1% 수준) 및 장기융자 지원(20년 이상)
- 융자금의 거치기간 및 분할 상환기간 확대
- 200kW 이상 규모의 융자규모 확대(90%)
- 설치 규모에 따른 지원 규모의 세분화(200~300kW, 70%) 지원
- 농업인에 한해 일정비율의 정부 보조(30~50%) 사업 시행
- 시설자금 이외에 배수시설, 도로개설, 사후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포함
- 기존 설치 농업인(4% 이상)에게도 시설자금 금리 소급 및 대체금리 적용
○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 농산물 수급불안 등의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영농형(농사+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농업인들의 찬성(적극찬성+찬성)
의견은 42.1%로 반대(적극반대+반대) 28.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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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영농형(농사+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찬반 여부
단위: 명, %
구분

적극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적극반대

계

빈도

61

137

140

93

39

470

비율

13.0

29.1

29.8

19.8

8.3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로 인한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 조사 결과, 제시
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폐과수원, 유휴농지, 한계지, 배수로, 저수지 수면 등 농지로서 가치가 낮
고, 주민 간 갈등이 적은 지역에 대해 우선 설치
- 산지의 경우 산사태 우려가 적은 지역 포함
- 농가주택, 창고, 산지유통시설, 축사, 마을회관 등 지붕 위 설치 우선지원
- 태양광 관련 오해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 실시
-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방식 모델의 확대
- 농촌지역 설치 시 패널과 펜스 등의 디자인화를 통한 경관 유지
- 시설하우스나 버섯 재배사 등 우선 설치
- 대규모 시설 설치 시 발전수익에 대한 지역 주민환원을 통한 민원 해결
- 국유지 또는 대규모 간척지, 노후 골프장, 공동묘지 등의 부지를 활용하
여 설치
- 태양광 패널의 사용 후 폐기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 추진
○ 최근 농지 이외에 농업용 저수지, 호수, 산지 등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
전 시설에 대한 질문에는 반대(적극반대+반대)가 39.5%, 찬성(적극찬성+찬
성)이 33.1%로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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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농업용 저수지, 호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단위: 명, %
구분

적극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적극반대

계

빈도

44

116

132

129

62

483

비율

9.1

24.0

27.3

26.7

12.8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 농업용 저수지, 호수 수면, 산지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찬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음.
<표 7-6> 농업용 저수지, 호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 이유
구분

저수지,
호수
수면

산지

찬성 이유

반대 이유

･국토의 효율적 공간 활용이 가능
･경관 훼손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
･환경오염과 주민갈등이 적음.

･경관 훼손
･환경오염(중금속, 전자파 등), 수질악화 우려
･수생생태계 교란 및 파괴 우려
･과도한 설치비용
･자연재해(홍수, 태풍 등)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우려
･농업용수 사용 제한에 대한 우려
･농업인의 개인에 대한 이득이 없어서

･경관 훼손 및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찬성
･산지가 65% 내외인 우리나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
･산지의 경우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임업인의 소득 증대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
･거주민이 많지 않아, 주민갈등, 전자파 피해 등이 최소화
될 수 있음.

･산림경관 훼손 및 자연재해(토사유출, 산사태) 발생 우려
･자연생태계 파괴 및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 상실
･임산물 채취 및 재배 불가
･과도한 설치비용
･무차별적 벌목으로 인한 산림자원의 손실
･설치를 위한 임도개설 등으로 인한 먼지 발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1.2. 농촌 태양광 관련 농업인 조사의 시사점
○ 농업인 조사 결과, 농업인의 53.1%는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건물 옥상 제
외)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도 46.8%로 나타나 관심과 의향이 상대적
으로 높았음. 반면, 설치 의향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설치비용 과다’가 가
장 큰 이유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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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인 토지에 단독 설치를 선호하였으며,
형태별로는 영농형 및 회전형 패널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태양
광 발전으로 인한 수혜가 최대한 농업인에게 돌아가고, 영농과 태양광 발전
이 동시에 이루어져 농업 농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형태의 태양광 발전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해 농지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4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4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인 조사 결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농지의 훼손보
다는 농업 및 에너지 생산이 공존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장기(20년
이상) 저리(1% 수준) 융자지원, 200kW 이상의 융자 규모 확대(90%), 설치
규모에 따른 지원 규모의 세분화(200～300kW, 70%) 지원, 농업인에 한해
일정비율의 정부 보조사업 시행, 시설자금 이외에 배수시설, 도로개설, 사후
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포함, 기존 설치 농업인에게도 시설자금 금리 소급
및 대체금리 적용 등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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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태양광 관련 갈등 현황과 개선 방안11

2.1. 태양광 관련 갈등 현황
○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경관 훼손, 전자파, 반사에 따
른 농작물 피해, 중금속, 폐기물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음. 일부는
합리적인 주장이나 농작물 피해, 중금속, 전자파 등은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
되면서,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주로 외지기업과 개인이 추진되고 있어 태
양광 발전의 이득이 외부인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소규모 발전사
업자들에 의한 ‘난개발’ 요인도 일부 있음.
○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는 2018년 11월 22일, 청와
대와 국회 등 주요 부처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음.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농
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농촌
을 개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하였음(연합뉴스, 2018. 11. 22.).

2.2. 지자체의 소극적 문제해결
○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과 민원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는 이격

11 이유진. “지역기반 재생가능에너지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 원고위탁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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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태양광 허
가 건수는 늘었으나 이를 해결할 지자체 행정력은 보강되지 않고 있음.
○ 농촌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주민들의 갈
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합리적인 협의를 통하기보다는 주로 보상금으로 해
결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한 갈등해결 비용이 증가하면서, 태양광 발전사
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기도 함.
<그림 7-7> 농촌지역 태양광 반대 현수막

자료: 저자 촬영.

○ 지자체는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도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에 따라 지자체장을 포함한 지자체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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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갈등현장 답사를 통해 얻은 교훈12과 진단

“저 탈핵운동 하던 사람입니다. 태양광 지지합니다. 그런데 남해 동대만 갯벌을 파괴하고 들어서는 태양광
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착한 에너지가 맞나?” - 남해주민 A. 2018. 11. 3. “제가 사는 마을에서 태양광 한다고 하니 주민이 반대해서 안 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그런 겁니다. 지자체
마다 있는 이격거리 규제 다 없애야 합니다” - 부안주민 A. 2018. 11. 5. “망운산은 남해 사람들에게는 상징과도 같은 산입니다. 남해 일대를 조사해서 바람자원이 좋은 곳에 풍력
발전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망운산은 안됩니다” - 남해주
민 B. 2018. 11. 3. “갈등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한국전력 전문가 A.
2018. 11. 5. “농촌의 태양광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주민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 발전사업자 A. 2018. 11. 5. “지금은 현장에서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있습
니다” - 발전사업자 A. 2018. 11. 5. -

▪진단 1.
○ 정부의 재생에너지 입지 제도 불명확 → 정부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생태계
우수지역, 경관우수지역, 안전문제 발생지역)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외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해야 함. 이를 통해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도록 해야 함. 지자체장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여론으로 정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기준이 명확해야 함.
12 11월 3일, 남해, 11월 5일 고창, 부안 일대 태양광 갈등지역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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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입지가 갖춰야 할 요건을 관련 법규상에 명시하고 관련된 상세
한 해석 및 시행지침서를 마련하거나 세부적인 재생에너지 입지가이드라인
을 마련해야 함(박지혜 2018). 재생에너지 보급은 수상 태양광과 해상 풍력
발전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육상 태양광 풍력 발전은 환경-주민수용성이
높은 지역부터 개발하도록 계획해 소모적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상범 2018).13 건물 옥상 태양광은 REC 1.5를 지불하고 있는데, 제도적으
로 옥상 태양광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진단 2.
○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갈등하는 가운데 지자체는 방관 →개발행위허가에 있
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장의 인
식 변화가 필요하며, 지자체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기부여(전력산업기반기금, 지방교부세 등)가 필요함. 지자체의 에너
지 행정인력과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14 기초지자체가 종합적인 에너지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속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목표 방향, 입지를 정하
고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함(제도가 자리 잡아 가면서 지자체 차원의 이격거
리규제는 폐지되어야 함).

▪진단 3.
○ 발전사업자들이 인허가 과정에 많은 시간이 들지 않도록 One Stop Service
를 한국에너지공단이 제공하고(특히 해상풍력),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들과 소통 및 정보공유를 하며, 주민참여 이익 공유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야
13 현재도 수상 태양광과 원거리 해상풍력에 대한 REC 가중치가 높아서, 이런 방향으
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
14 3∼40MW는 전기위원회, 3MW 이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발전사업 허가를 하
게 되고, 기초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둘러싼 쟁점은 해소되지 않음. 전기사업법
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발전사업 허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
나, 자체적으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광역지자체에 재생에너지 지구지정
및 개발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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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주민참여 이익 공유방식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음.

▪진단 4.
○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지역 에너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
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펀드설계,
재정지원)을 제시해야 함. 태양광, 풍력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영향지역(보상지역) 거리규정을 좁게 설정(지역주
민 동의를 발전사업자가 받도록 하는 방식은 폐지되어야 함)할 필요가 있음.

▪진단 5.
○ 이해당사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장, 공
무원, 발전사업자, 지역주민들에게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협력소통 대화법
등의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갈등해결 전담기관과 인력양성, 잘
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교육 홍보도 진행할 필요가 있음.
<그림 7-8> 재생에너지 허가 절차

자료: 김창민(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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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역과 재생가능에너지 상생 방안
2.4.1. 중앙정부의 입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 정부는 발전사업, 개발행위, 환경 영향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 중이나, 갈등
현장의 실태를 감안하면 대규모 풍력, 산림 해양 생태계의 대립, 거주지역과
태양광 풍력 이격거리의 대립 구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보다 통
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이정필 2018). 이에 이정필은
아래와 같이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표 7-7> 재생가능에너지 입지갈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정책 방향

법 제도

1

￭
￭
-

2

￭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도입 시 환경 영향평가 조항 삽입
- 개발계획(전략환경 영향평가), 실시계획(환경 영향평가)
- 주변지역 주민 숙의적 참여 및 동의 조항 삽입

신재생에너지법

3

￭ 재생에너지 잠재량 산정 기준 및 기법 개선
- 환경성 및 수용성 측면 강화 및 신설

신재생에너지법

4

￭
￭
-

5

￭ 지자체에 발전사업 허가권 확대 이양
- 계획입지 대상 이하에서 현재 3MW 사이 설비용량 검토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에 전략환경 영향평가 의무화
지자체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 시 지원 방안 마련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적용 대상 재설정(현재 100MW)
계획입지 이하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환경 영향평가 의무화

환경보전계획, 도시계획, 지역(재생)에너지계획의 연계성 확보
환경-도시-에너지 계획 간의 연계성 방안
지자체 재생에너지 가이드라인 제정
정부의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 변형․수용

환경 영향평가법
에너지법 등

자연환경보전조례
도시계획조례
신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조례
전기사업법

자료: 이정필(2018).

○ 또한, 풍력과 태양광 발전 입지가 불가능한 곳과 가능한 곳을 명확하게 분류
하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함. 입지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
문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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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지자체 실행력 강화와 인센티브 마련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은 100kW 이하는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음. 현재
기초지자체에서 에너지와 태양광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행정인력은 1∼2인
에 불과해, 지자체가 농촌 태양광을 다루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함. 이는 에너지분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 산업부가 기초지자체에 ‘개발
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폐지하라고 압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민 관 공동 협의회’가 구
성되었으며,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점검 및 계획 추진 과정
상의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되고, 지방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
고 있음. 또한, ‘범부처 재생에너지 확산 및 사회적 갈등 해소 T/F’가 설치되
었음. 그러나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지방정
부 간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형성 강화하는 데는 미흡함. 에너지분권의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견청취 이상의 권한을 갖는 협의체가 기초지자체를
포함하여 구성 운영되어야 함.
○ 또한 지자체장들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지역경제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해야 함.
○ 또한, 농촌 태양광 보급사업, 영농형태양광 보급사업, 지역융복합사업 외에
도 귀농인 태양광지원사업, 태양광 보유건물(주택 포함) 세제감면사업, 농촌
온실태양광 보조사업(비닐하우스 대체 지원사업), 도로 경사활용 태양광보
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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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농민 주도 소득 모델로 정책 재조정
가. 농민 소유 직접 운영방식
○ 시민자산화는 재생에너지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자산화에 초점을 맞춰 관련
설비를 직접 소유하고 이익(자가 소비 및 판매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갈등도 줄일 수 있음. 에너지협동조합, 마을기업, 에
너지자립마을 등의 사회적경제가 대표적 형태임.
○ 실제 농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농민 중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농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파악하
고, 의사가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육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야 함. 농어민 및 지역주민, 귀농귀촌인, 지역이주 예정자 등이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방식의 사업주체 육성이 필요함.
○ 귀농 귀촌자 또는 농촌청년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발전 사업 교육을 실시하
고, 귀촌자 중에서 1인이 각 기초지자체의 태양광협동조합 실무를 볼 수 있
도록 역량을 키워야 함.

나. 지분투자방식
○ 사기업 및 공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다양한 투자(지분 펀드 채
권 포함) 방식이 필요함. RPS 주민참여 가중치 우대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향후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에 지
역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가 추
진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설비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들의 투자비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정책융자나 민간
자금의 저리융자와 같은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127

○ 개방형 발전사업에 농민들이 지분 출자를 하는 방식: 투자능력이 있거나 저
리금융 조달이 가능한 농민이 참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재생에너지는 실
제 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역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
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시 담보제공과 신용보증 문제 개선이 필요함.

다. 햇빛펀드 방식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조성을 주도하며 주민과
지역민들이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받고, 출자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는 방식
(서울 햇빛발전펀드)으로 개편이 필요함.
○ 이를 통해 난이도가 낮으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으며, 태양광
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진할 수 있음.
- 수익률 4.5%, 1～3년 투자 등(안정적인 수익과 고령화 감안한 단기 투자)
○ 지역민이 투자하는 지역펀드(Community Fund)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지역 금
융기관이 지역 펀드의 설계와 운영을 담당하고, 정부는 수익 회수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지역펀드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강희찬 외 2013).

라. 지역발전기금 또는 보상금 방식
○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정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의 공적 주체가 담당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공적으로 관리할 필
요가 있음.
○ 민간기업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된 이익을 기
부금 지원금 납부 및 기금 조성과 같은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이정필 2018)도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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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개선 방안

○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
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었음.
국내에도 미세먼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화석연료 발전(특히
석탄발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지는 상황임.
○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
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
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임. 이 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량은 2017년
5.7GW에서 2030년에는 36.5GW까지 확대됨.
○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염해 간척지(농업진흥
구역 내)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등에 10GW 정도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의 신규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농촌 태양광 활성화를 위하여 수용성 환경성은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간척
지, 농업진흥지역 외,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지붕, 농업 병행 태양광 보급
(영농형)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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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농촌 태양광 활성화 정책동향과 그에 따른 환경적 기술적 경
제적 제도적 사회적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1. 환경적 이슈와 개선 방안

1.1. 주요 환경적 이슈
○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영향이나 환경 훼손은 대부분 산림
이 분포한 경사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 고랭지 경작지를 제외한 대부분
의 평탄하거나 완경사 지형의 농경지에서는 공사과정에서 약간의 토사유출
을 제외하고는 환경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평탄한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해당 농경지의 입지
및 주변 지역 현황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환경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주요 철새도래지인 갯벌이나 하구역 주변의 평탄한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 시설이 법정보호종 철새 등 주요
종의 취식지나 이동경로와 인접하게 되어 조류 충돌 등 서식 환경 영향을
유발할 수 있음.
○ 일부 경사지 농경지나 초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토
제거 및 매우 제한적인 지형 훼손에도 불구하고 폭우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과 이로 인한 농경지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재해
방지 시설을 충분한 규모로 설치할 경우 예방이 가능함. 하지만 급경사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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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재
해방지 시설로 저감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태양광 패널 제작이 다양한 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태양광 패널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발생 여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노태호 외 2014) 태양광 패널로 인한 토양 오염에
대한 우려는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국내 태양광 발전 관련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산업자원부의 태양광 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은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
하고 있지 않음.
○ 각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평탄
한 농경지에 대한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산지에서의 경사도와
도로 이격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1.2. 개선 방안
○ 평탄지나 완경사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관 영향임. 이는 영
국의 덤불숲과 같이 2∼3m 높이의 차폐림 조성을 통하여 거의 회피하거나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산업자원부의 태양광 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은 입지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
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대부분 산지에서의 경사도와 도로 이격거리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자체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태양광 발전 관련 규
정에 대해서도 농경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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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와 농지를 제외하고 농촌 태양광 발전을 이루는 또 다른 입지로는 저수
지와 댐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수상 태양광 발
전은 수면에 설치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수면이 태양광 패널의 온도를 낮추
어 발전효율이 육상 태양광 대비 1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노태호
외 2014).
○ 선행연구에서 국내 농업용 저수지에 설치 가능한 수상 태양광 발전용량을
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산정한 경우인 갈수기 수면적의 5~10%만 설치하여
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태양광 발전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
로 제시되었음. 산지나 농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환경 영향 및 주민 수용
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농촌 태양광 발전 개발은 수질 오염 등 환경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육상 태양광 발전보다는 수상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수상 태양광 발전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대부분 수상 태양광 발전이 계획
되는 농업용저수지는 지역주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공유하는 자원이라
는 점임. 수상 태양광 발전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침해와 경관
영향이 예상되지 않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 보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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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이슈와 개선 방안

2.1. 주요 기술적 이슈
○ 농지와 임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농지에 설치
하는 경우 임야에 비해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토목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임야는 일반 태양광 대비 비용이 30～50% 높고, 산림 파괴
로 인한 환경과 경관 훼손, 경사로 공사로 인한 지반 붕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8년 6월 26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을 통해 ‘임야’ 지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0.7로 낮춰졌
으며, 산림으로 원상복구 해야 하기에 사실상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의 수익
성은 떨어지게 됨.
○ 태양광 발전 시설(100kW)의 설치비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09
백만 원으로 중국과 독일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태양광 모듈의 가격
도 중국산보다 높아 태양광 모듈 관련 기술이 개발되어야 함.
○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하기 위해 필요
한 계통연계의 여유에 지역별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계통접속 여유
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음.
○ 수상 태양광 발전은 육상 태양광에 비해 설치비 및 유지비가 높으나, 저수지
의 수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설치 부지 확보 문제, 토목공사로 인한 환경 훼
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수면 냉각효과로 발전량이 육상 대비 10% 이
상 높은 장점이 있음.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1.5로
농지나 임야보다 높아 수익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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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단위로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소전달률 저하로
인위적인 산소공급이 필요하며, 햇빛을 받은 물과 서로 순환시켜야 하는 단
점이 있음. 또한 태양광 모듈 이외에도 부력체가 필요하며, 부력체를 비롯한
수상 구조물에 부착조류가 성장하여 부패하면 수질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질정화 시설이 필요함.

2.2. 개선 방안
○ 농촌 태양광의 경우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부지로 전용함에 따라 경지면적
감소와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됨. 따라서 영농형 태양광의 확대보급을
통해 농지 보전과 수급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의 매전 수익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도 지원할 수 있게 됨.
○ 수상 태양광 발전은 육상 태양광보다 설치 부지 확보 문제, 토목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발전량 및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남. 그러나 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
임. 수상 태양광은 장기적으로 디자인 개선을 통해 경관 훼손 문제를 최소화
하고 레저시설로 활용가치를 제고하며, 수질정화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융
복합된 형태로 설치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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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이슈와 개선 방안

3.1. 주요 제도적 이슈
○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 안 모든 건축물의 지붕에는 태양광 발
전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상황임.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
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규정
에 근거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함. 다만, 농업보호구역 내 태양광 시설
의 경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활용되어야 하는데, 농업인이 아닌 외지인의
소득증대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 농업진흥구역도 앞서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와 마찬가지로 농지법 제32
조 제1항 제9호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
에 근거가 없어서 태양광 시설 입지는 불가능함.
○ 일본의 경우, 2013년 농산어촌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이익의 지역 환원 필요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무계획적
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정비하여 우량 농지 등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
에 필요한 농림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분명히 함.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정비 계획 승인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3.2. 개선 방안
○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태양광 설
치 허용행위 기준을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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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시설 설치 농지에 대한 수확량 보고 및 확인을 통해 농업보호지역 내
농가 참여형 운영방식으로 농업진흥구역 일시사용 허가 형태의 영농형 태양
광 시설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에 있어 지자체 중심의 농촌지역 공간별로 태
양광 입지계획 수립, 주민참여 확대, 의회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등 지자
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태양광 발전에 따른 에너지 생산과 분배,
태양광 사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에너
지 자치권 행사가 필요함.

4. 경제적 이슈와 개선 방안

4.1. 주요 경제적 이슈
○ 농촌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초기비용 조달방법에 따라 다
르나 일반형 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태양광 패널 하부의 작물재
배 소득에 대한 분석은 추후 연구 필요)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경제성 분석의 불확실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
과(초기투자비용 농협대출로 조달한 경우), 현재보다 매전단가가 하락하거
나 대출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계통연계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이
낮아지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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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선 방안
○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재생에너
지별로 고정가격 매입제도(20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초기투자비용
에 대한 지속적인 장기 저리 융자지원이 필요함.
○ 계통연계비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비용 항목 중 하나로 계통연계지점이
멀어질수록 계통연계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됨. 따라서 계통연계지점과의 거
리에 따른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음.

5. 사회적 이슈와 개선 방안

5.1. 주요 사회적 이슈
○ 농업인 조사 결과, 농업인의 53.1%는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
았으며, 향후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건물 옥상 제외)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도 46.8%로 나타나 관심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면, 설치
의향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설치비용 과다’가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됨.
○ 또한, 농업인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농지의 훼손보다
는 농업 및 에너지 생산이 공존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경관 훼손, 전자파 반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중금속, 폐기물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음. 일부는 합
리적인 주장이나 농작물 피해, 중금속, 전자파 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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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면서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주로 외지기업과 개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
어 태양광 발전의 이득이 외부인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소규모 발
전사업자들에 의한 ‘난개발’ 요인도 일부 있음.

5.2. 개선 방안
○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생태계우수지역, 경관우수지
역, 안전문제 발생지역)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지자체가 자율적으
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도록 해야 함.
○ 재생에너지 입지가 갖춰야 할 요건을 관련 법규상에 명시하고 관련된 상세
한 해석 및 시행 지침서를 마련하거나 세부적인 재생에너지 입지 가이드라
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생에너지 보급은 수상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
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육상 태양광 풍력발전은 환경-주민수용성이 높은
지역부터 개발하도록 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인식 변화와 역량강화가 필
요하며, 지자체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인센티
브가 필요함.
○ 발전사업자들이 인허가 과정에 많은 시간이 들지 않도록 One Stop Service
를 제공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 및 정보공유를 하며, 주
민참여 이익 공유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야 함.
○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지역 에너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의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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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펀드설
계, 재정지원)을 제시해야 함.
○ 이해당사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가 필요함. 지자체장,
공무원, 발전사업자, 지역주민들에게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협력
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부

록

[별표 1]

신 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제7조 제1항 관련)

1. 총칙
가. 목 적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지열이용검토서 작성 및 평가기준 포함)
및 현장점검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유자(신청
자, 발주자 등, “이하 소유자”)와 설계자(시공자) 등이 설계 시공 설치 관리
및 기타, 설치 확인 등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공통 적용 기준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보급 정책에 수반되는 태양광(집광채광), 태양열,
지열,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비 등에 대해 규정한다.
2) KS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받은 설비를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침 제12조 및 원별 시공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
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가)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설비
가 아닌 경우
나) 인증대상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용량에 인증받은 설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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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기준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중 장기적으로 보급 주관하고
자 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보급 수요처의 특성에 맞게 이 시공기준을 보
완 보강하여 준용 적용할 수 있다.
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응용제품 개발 보급 및 설치 등으로 인해 시공기준
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승인 당시 주관 부서의 처리
방침 또는 설계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한다.
5)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가 현장조건 등으로 인하여 설계 또는 시공시
시공기준을 이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적용 예외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센터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책무 사항
1) 소유자 및 시공자(설계자)
가) 소유자 및 시공자(설계자)는 시공기준(지열이용검토서 기준 포함)이 설
계 시공 설치 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나)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가 시공기준에 규정된 재료(재질) 및 시공
방법 등 외에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방안을 제시하
여야 하며, 그 입증의 책임은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에 있다.
다) 기타,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는 설치확인자가 사전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제
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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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석에 관한 사항
1) 이 시공기준은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
시공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반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기술기준
비교 판단 감정 해석 등을 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
2)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비의 설계 시공 기술이 날로 개발 발전되어가는 과
정을 감안할 때 시공기준의 규정 해석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가. 용어 정의
1) 지상 고정형 : 지표면에 태양광설비를 고정하는 형태
2) 건물 설치형 : 평슬라브 등 건축물 옥상 또는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설비를 고정하는 형태
가) 지붕 부착형 : 건축물 경사 지붕에 밀착하여 태양광설비를 고정하는 형태
3) 건물 일체형(이하 BIPV형 ;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태양광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
및 기능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설비로 창호, 스팬드럴, 커튼월, 이중파사드, 외벽, 지붕재 등 건축물을 완전히
둘러싸는 벽, 창, 지붕 형태
나. 주요기기
1) 태양광 발전 모듈
가) 제품
태양광 발전 모듈(이하 모듈)은 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BIPV형 모듈은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
라함)이 별도로 정하는 품질기준(KS C 8561 또는 8562 일부준용)에 따라 ‘발전성능’ 및 ‘내구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센터로 제출할 경우, 인증받은 설비와 유사한 형태(모듈의 종류 및 구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모듈 설치용량
모듈의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모듈 설계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 모듈당 용량에 따라 설계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설계용량의 110% 이내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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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치상태
① 모듈의 일조면은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정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듈의 일조시간은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1일 5시간[춘계(3～5월)･추계(9～11월)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전선,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
③ 모듈 설치 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 열은 뒷 열에 음영이지지 않 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가) 제품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이하 인버터)의 용량이 250kW 이하인 경우는 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버터의 용량이
250kW를 초과하는 경우는 품질기준(KS C 8565)에 따라 ｢절연성능｣, ｢보호기능｣, ｢정상특성｣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센터로 제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상태
인버터는 실내 및 실외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용은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인버터 설치용량
인버터의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하고,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용량은 인버터 설치용량
의 105%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라) 표시사항
입력단(모듈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과 출력단(인버터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누적발전량, 최대출력량(peak)이 표시
되어야 한다.
다. 태양광설비 설치
1) 공통사항
가) 태양광설비를 일반 부지에 설치 시에는 배수가 용이하고 태양광설비의 구조물과 기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설치 시에는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태양광설비를 주택 지붕, 조립식패널, 목조 구조물, 지상에 고정된 컨테이너 등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에 직접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붕이나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에
직접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태양광 발전 설비(지지대, 지지대가 건축물 등에 고정되는 부분 등을 포함한
전체 설비)가 현행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였음을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
술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 태양광설비를 건물(주택 포함) 상부에 설치할 경우 태양광설비의 눈･얼음이 보행자에게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모듈 끝선이 건물의 외벽 마감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모듈을 지붕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배면환기를 위하여 모듈과 지붕면간 이격거리는 10cm이상이어야 하며, 배선처리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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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지대 및 부속자재
1) 설치상태
가) 태양광설비 지지대(이하 지지대)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다만 모듈과 지지대의 고정 볼트에는 스프링 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해야 한다.
2) 지지대, 연결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가) 지지대는 다음 각 호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지지대간 연결 및 모듈-지지대 연결은 가능한 볼트로 체결하되,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도금처리제품 한정)는 용융아연도금처리를 하거나 에폭시-아연페인트를 2회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①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
② 스테인리스 스틸(STS)
③ 알루미늄합금
④ ①호부터 ③호까지 동등이상 성능(인장강도, 항복강도, 압축강도, 내구성 등)을 가지는 재질로서 KS인증 대상제품인
경우,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KS인증 대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동성능 이상임을 명시한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
적서(KOLAS 인정마크 표시)를 센터로 제출･담당자 확인을 거친 것. 단, 해당재질로 모듈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또는 토목 구조기술사로부터 연결부위를 포함하여 풍하중, 적설하중 등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받아
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지대는 ‘다’항 및 ‘라. 1)’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고정하며, 앵커볼트 또는 케미컬 앵커볼트로 고정될 경우에는
볼트캡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
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하고,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마. 전기배선 및 접속함
1) 전기배선
가) 모듈에서 인버터에 이르는 배선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모듈 전용선 또는 단심(1C) 난연성 케이블(TFR-CV, F-CV, FR-CV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이 지면 위에 설치되거나 포설되는 경우에는 피복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게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모듈 간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Tie)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모듈의 출력배선은 군별 및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모듈 직, 병렬상태
모듈 간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멀티스트링의 경우 1대의 최대 출력점 추종제
어기(MPPT))에 연결된 태양광모듈 직렬군이 2개 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
록 배열하여야 한다.
3) 역전류방지다이오드
가) 모듈 보호를 위해 독립형 태양광설비 또는 2차 전지와 연결되는 태양광설비는 역전류방지다이오드가 시설된 접속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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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나) 역전류방지다이오드 용량은 모듈 단락전류(Isc)의 1.4배 이상, 개방전압(Voc)의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속함
가) 접속합의 모든 스트링 입력 회로마다 DC용 퓨즈(gPV 타입)를 시설하고, 출력 모선 회로에 근접하여 DC 차단기(또는 개폐
기)를 접속함에 시설하여야 한다.
나) 접속함은 지락, 낙뢰, 단락 등으로 인해 태양광설비가 이상(異常)현상이 발생한 경우 경보등이 켜지거나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즉시 외부에서 육안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실내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직사광선 노출이 적고, 소유자의 접근 및 육안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면부는 직사광선을 견딜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이상(내열성)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고, 내부 발생열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구 및 방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접속함과 인버터가 내부적으로 결합된 일체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접속함과 인버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각각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마, 4), 라)`항 적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5) 전압강하
가) 모듈에서 인버터 입력단 간 및 인버터 출력단과 계통연계점 간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에 따라 각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길이가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전압강하 계산서(또는
측정치)를 설치확인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선길이

120m 이하

200m 이하

200m 초과

전압강하

5%

6%

7%

6) 케이블
가) 케이블은 가능한 음영지역에 설치하고,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케이블은 가능한 피뢰 도체와 떨어진 상태로 포설하며 피뢰 도체와 교차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다) 케이블이 바닥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거나 날카로운 모서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몰딩 하여야 한다.
바. 기타 특기사항
1) 건물 설치형
가) 평지붕에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앵커를 타공 할 경우에는 옥상 방수층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건물 옥상 난간대 등으로 인하여 모듈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태양광 발전 설비의 높이를 높이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붕형 설치
가) 모듈 배면의 배선이 배수 또는 이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경사지붕 표면에 전선이 닿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3) BIPV형 설치
가) 신청자(소유자, 발주처 등을 포함), 설계자 및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시공하고 감리원은 확인하여야 한다.
① 모듈 온도 상승에 따른 건축물 부자재 파괴방지 및 발전량 저감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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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 타
1)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원제조사 및 원제조국, 제조일자, 모델명, 일련번호, 제품사양 등 주요사항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KS인증 명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별표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의 명판을 제작하여 인버터는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동상태
인버터, 전력량계, 모니터링 설비가 정상작동을 하여야 한다.
3) 모니터링 설비
[별표 2]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단, 사다리, 사다
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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