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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67.9%), “태양광 에너지의 비중 늘려야”

와 국회의원 김성환, 재생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회장 이완근, 이하 협회로 표기)는 ‘ 선호비중과 

수용도·태양광발전 효용성에 대한 인식·태양광발전 관련정보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2018년 12월 17일 13시 30분 국회 정론관

에서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발표했다.

 협회 이완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의식저변

에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했으며 이번 조사

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인식조사의 의미는 태양광에너지의 비중을 현재보다 늘려야하는가 

줄여야하는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7.9%가 늘려야한다고 답했다는 것이

다. 응답자의 이념성향에 따라 에너지 선호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이념 

계층에서 태양광에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진보(80.2%) 중도(65.7%) 보수

(54.6%))

 

 브리핑을 맡은 협회의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거주지 주변에 수용할 수 있는 발

전시설로 태양광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말했다.(에너지별 거주지 수용도: 

태양광(71.0%) 바이오(65.2%) 풍력(63.5%) LNG(38.8%) 원전(22.6%) 석탄(7.4%)) 뿐

만 아니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태양광발전의 비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

였다.( 장기적으로 태양광발전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59.7%)

  협회는 재생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부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분기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여론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협회는 우리나라의 미래에너지 설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기 위해 원자력학회와 함께하는 컨퍼런스 개최를 제

안하였다.( 본문 끝 ) 

(첨부1) 간담회 사진, (첨부2)재생에너지 국민인식조사 자료 요약, 

(첨부 3_별도첨부)재생에너지 국민인식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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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자회견 사진

사진1) 인사말하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완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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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인사말하는 김성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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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재셍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하는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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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왼쪽부터 정우식 협회 상근부회장, 이완근 협회 회장, 김성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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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재생에너지 국민인식조사 자료 요약

□ 조사개요
ㅇ 사업주최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ㅇ 조사내용 :

  - 에너지별 선호비중과 수용도

  - 태양광발전 효용성에 대한 인식

  - 태양광발전 관련정보에 대한 이해

 ㅇ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ㅇ 조사기간 : ‘18년 12월 11일~12월 13일

 ㅇ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ㅇ 조사방법 :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ㅇ 표본추출 : 표본크기(1,000명), 표본오차 ±3.1% 

(95%신뢰수준) 

 

□ 에너지 비중에 대한 국민인식
 ㅇ 현재보다 비중을 늘려야 하는 에너지로 67.9%가 태양광 

선택

  - 태양광(67.9%) 바이오(66.6%) 풍력(61.1%) LNG(38.5%) 원전(25.0%) 

석탄(4.9%)

 ㅇ 응답자의 이념경향에 따라 에너지 선호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든 이념계층에서 태양광에 높은 선호도 보임

  - 진보(80.2%) 중도(65.7%) 보수(54.6%)

 ㅇ 원전과 석탄발전은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음

 

□ 에너지별 거주지 수용도
 ㅇ 태양광발전이 모든 에너지 가운데 거주지 수용도가 제일 

높음

  - 거주지 주변에 수용할 수 있는 발전시설로 태양광이면 

요약   재생에너지 국민인식조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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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 71% 

  - 태양광(71.0%) 바이오(65.2%) 풍력(63.5%) LNG(38.8%) 원전(22.6%) 

석탄(7.4%)

 ㅇ 거주지 주변 발전시설로서 원전과 석탄발전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음

□ 태양광발전의 효용성 인식
 ㅇ 비용추세: 응답자 60%가 태양광발전 비용하락에 대해 

긍정적 전망 

  - 장기적으로 태양광발전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59.7%

 ㅇ 환경인식: 응답자 4명 중 3명은 태양광의 환경영향에 

긍정평가

  - 응답자 75.3%가 태양광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

 ㅇ 유해성: 태양광시설이 인체·가축에 유해하지 않다는 인식이 

57.6%  

□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이해도
 ㅇ 중금속·발암성: 태양광패널의 중금속과 발암물질 함유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응답 60.2%. 사실이다는 답변 21.1%. 사실 

아니다 18.8% 

 ㅇ 전자파: 태양광패널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는 53.9%가 

모르겠다고 답변

  - 유해성에 대해 모르겠다(53.9%) 유해하다(19.6%) 유해하지 않다 

(26.5%)  

□ 상세조사내역
ㅇ 첨부된 재생에너지 국민인식 조사보고서(별첨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