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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제용입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각 분야에 계신 

전문가를 모시고 이러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해결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면서 핵심적인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2030년

까지 신재생 에너지 전력량 20% 보급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정책 하에 

신재생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주민 갈등과 같은 또 다른 환경적,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의 현재를 바르게 진단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하

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육상풍력,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의 주요 분야에 대해 각각의 현안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포지엄의 성과가 여러 기관 간 협동 연구로 이어지고, 다 부처에서의 정책 수립과 

이행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KEI도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

를 선도하는 환경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심포지엄에서 귀한 의견을 발표해주실 각 기관의 연구자들과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심포지엄이 재생에너지 계획의 환경성과 수용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제용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본부장 문난경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KEI 환경평가본부는 환경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하여 항상 매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친환경성을 확보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업무를 수행하

면서, 강화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이 크게 확대되

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늘어남에 따른 환경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다각적인 측면에

서의 논의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인식개선, 여론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리가 보다 시의성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하여 심포지엄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총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육상풍력과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을 주제로 신재생 에너지 각 분야의 현안과 추진방안

을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육상태양광 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주제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개최되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육상 태양광 발전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번 심포지엄을 종합하는 세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가능한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분야별로 논의된 재생에너지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심층적인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계획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KEI 환경평가본부도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세대가 고민하는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미래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포지엄을 위해 자리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본부장  문난경



PROGRAM
26일 12:30~12:40 참가자 등록

12:40~13:00 개회식 사  회Ⅰ김유미 KEI 자원에너지평가실 실장

환영사Ⅰ윤제용 KEI 원장

인사말Ⅰ문난경 KEI 환경평가본부 본부장

13:00~15:10 Session 1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                                 좌장: 김지영 KEI 명예연구위원

• 발표 1Ⅰ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입지조건 및 시장잠재량_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센터장

• 발표 2Ⅰ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_박원서 유니슨 풍력본부장

• 발표 3Ⅰ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적 인식_이후승 KEI 부연구위원

• 토  론Ⅰ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위진 GS E&R 상무 /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15:10~15:30 휴식

15:30~17:30 Session 2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좌장: 권영한 KEI 명예연구위원

• 발표 1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 방안_김창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2Ⅰ육상태양광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_임성희 녹색연합 팀장

• 발표 3Ⅰ농촌 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김연중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4Ⅰ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육상태양광발전 입지 가이드라인 개선방안_이상범 KEI 선임연구위원

• 토  론Ⅰ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 김철 서울에너지공사 부장
사공정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영재 KEI 연구위원

27일 09:00~09:30 참가자 등록

09:30~09:30 개회식 사  회ⅠKEI 이상윤 공공인프라평가실 실장

9:30~12:00 Session 3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효율적 추진 방안                  좌장: 박수택 前 SBS 환경전문기자

• 발표 1Ⅰ수상태양광 발전의 효율적 추진의 어려움과 개선방안_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 발표 2Ⅰ수상태양광 패널 및 전기시설의 안전성_안형근 건국대학교 교수

• 발표 3Ⅰ수상태양광 환경적 안전성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_노태호 KEI 선임연구위원

• 토  론Ⅰ김명철 SOKN생태보전연구소 소장 / 오봉록 한국수자원공사 처장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 이후승 KEI 부연구위원

12:00~13:00 오찬 (사전신청자 대상)

13:00~15:00 Session 4 종합: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가능한 추진 전략                  좌장: 정영근 환경정책학회 학회장

• 발표 1Ⅰ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 필요성 및 도입방안_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 발표 2Ⅰ재생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_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발표 3Ⅰ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및 추진 방향_이영준 KEI 선임연구위원

• 토  론Ⅰ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풍력PD
이창근 전력거래소 부장 / 조경두 인천연구원 센터장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 

CONTENTS

Session 1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

발표 1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입지조건 및 시장잠재량 3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센터장

발표 2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27
박원서 유니슨 풍력본부장

발표 3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적 인식 51
이후승 KEI 부연구위원

Session 2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발표 1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 방안 71
김창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육상태양광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85
임성희 녹색연합 팀장

발표 3농촌 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3
김연중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4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육상태양광발전 입지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133
이상범 KEI 선임연구위원

Session 3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효율적 추진 방안

발표 1수상태양광 발전의 효율적 추진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153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발표 2수상태양광 패널 및 전기시설의 안전성 175
안형근 건국대학교 교수

발표 3수상태양광 환경적 안전성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189
노태호 KEI 선임연구위원

Session 4 종합: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가능한 추진 전략

발표 1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 필요성 및 도입방안 213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발표 2재생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227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발표 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및 추진 방향 247
이영준 KEI 선임연구위원





Session 1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

발표 1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입지조건 및 

시장잠재량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센터장

발표 2 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박원서 유니슨 풍력본부장

발표 3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적 인식

이후승 KEI 부연구위원





Session 1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

발표 1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입지조건 및 시장잠재량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센터장





5발표1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입지조건 및 시장잠재량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입지조건 및 시장잠재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현구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청정한 에너지의 이용 확대에 대한 대내외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대

내외적 요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국가적인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합리적인 보급 목표의 설정이다. 그리고 합리적

인 보급 목표의 설정은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기술의 관점에서 접근해왔고 기술적 잠재량(technical 

potential)의 산정과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resource map)의 고도화 등의 학술적 성과를 이루었

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으로 공급 가능한 잠재량인 시장잠재량(market potential)

에 대한 분석은 다소 미진하였다. 즉,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기술적 잠재량 만으로는 

현실적인 보급 목표 및 보급 전략의 제시가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향후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부터는 필연적으로 환경규제, 기술진보, 지원정책, 원간경쟁, 사업경제성 등 현실적인 상황

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시장 잠재량의 분석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풍력에너지의 시장잠재량을 산정하는 모델을 제시하

고 이를 기반으로 육해상 풍력에너지 시장잠재량을 산정하였다.

풍력에너지 시장잠재량 산정을 위해 우선 잠재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기술적, 경제적, 정

책적 영향요인을 식별하였다. 선정된 영향요인을 투입 요소로 하여 시장잠재량을 산정하는 시장잠재

량 산정 모델을 도출하였다. 시장잠재량 산정모델은 이론적 잠재량에서부터 시장잠재량까지 각각의 

잠재량 단계별로 해당 영향요인들을 반영함으로써 잠재량을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의 격자

를 잠재량 산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이렇게 구축된 시장잠재량 산정 모델을 바탕으

로 국내 풍력에너지 기술적 잠재량과 시장잠재량, 그리고 경제적 잠재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 발전의 시장잠재량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풍력발전의 시장

잠재량을 산정한다. 풍력발전의 시장잠재량 산정을 위해 우선 잠재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영향요인을 고려하였다. 추가적으로 현재의 지원 정책 없이 실현 가능한 경

제적 잠재량 추정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잠재량 및 경제적 잠재량 추정을 위한 방법

론을 제시하며, 추정결과는 추후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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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ubsidized Levelized Cost Of Energy (LCOE)
The price at which electricity must be generated from a specific source to break even including all 
the costs over its lif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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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유니슨 박원서

1888년경 인류 최초로 풍력발전기가 만들어진 이래, 약 100여년간의 기술적 준비단계를 거쳐 1970

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덴마크식 풍력발전기가 산업의 표준기술로 정립되었다. 이후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을 계기로 풍력발전이 화석연료(특히 석탄발전)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풍력발전은 풍력터빈의 대형화와 원가하

락에 힘입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오늘날 전세계 풍력발전 설비는 총 591GW에 달하며, 총 전력수요의 약 5.6%를 담당하고 있다. 매

년 약 50GW~60GW의 풍력발전설비가 신규로 설치되고 있다. 특히 유럽지역은 양호한 바람자원 

및 선진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풍력발전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EU28개국의 전체 전력소

비량 2,645TWh 중 약 14%인 362TWh가 풍력에 의해서 커버되고 있으며, 국가별 풍력발전비중은 

덴마크 41%, 아일랜드 28%, 포르투갈24%, 독일 21% 등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럽외에

도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캐나다 등의 풍력보급율이 높으며, 최근에는 라틴아메리카, 중동 및 북

아프리카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등 전세계적으로 풍력발전 설치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풍력발전이 에너지 전환의 대표 주자로서 자리매김한 것은 풍력 기술의 눈부신 성과가 있기

에 가능했다. 2000년대 들어 풍력터빈의 크기는 100kW급에서 5MW급으로 약 50배가 커졌다. 반

면에 터빈 가격은 신기술 적용 및 대량생산에 따른 학습효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육상풍력의 발전단가(LCOE)가 하락하고, 기존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높아지는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입지조건상 풍력 에너지 자원이 미약하고, 풍력기술 도입 시기 역시 상당히 

뒤쳐진 결과, 2018년말 기준 풍력발전 누적보급실적이 약 1.3GW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체 발전량

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풍력 기술개발은 선

택과 집중 전략에 의한 기술추격으로 최소한 육상풍력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많이 좁혀놓은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제시된 육상풍력 4GW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되어있다. 

현재 발전사업허가 기준 9GW의 잠재수요가 존재하나, 이들 중 대부분은 인허가, 환경이슈, 지역민

원 등에 부딪혀 실질적인 수요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상풍력 입지난 해소를 위한 범정

부적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서, 국내 육상풍력 시장 활성화와 풍력산업생태계 육성, 그리고 국

가 에너지전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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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70% .

(2017 )

: REN21, 2018, 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 p.110, p.212.

/

Onshore (MW) (%)

Americas 10,572 11,940 135,041 23.8%
USA 7,017 7,588 96,635 17.0%
Canada 341 566 12,816 2.3%
Brazil 2,027 1,939 14,707 2.6%
Mexico 478 929 4,935 0.9%
Chile 269 204 1,621 0.3%

Asia-Pacific 23,927 24,902 256,320 45.1%
China 18,499 21,200 206,804 36.4%
India 4,148 2,191 35,129 6.2%
Japan 170 262 3,661 0.6%
South Korea 103 127 1,229 0.2%

Europe 13,865 9,016 171,328 30.1%
Germany 5,334 2,402 53,180 9.4%
France 1,692 1,563 15,307 2.7%
Sweden 197 717 7,216 1.3%
United Kingdom 2,641 589 13,001 2.3%
Turkey 766 497 7,370 1.3%
Other Europe 3,235 3,248 75,435 13.3%

Africa, Middle East 632 962 5,720 1.0%
Total onshore 48,996 46,820 568,409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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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EF, 2018, 1Q 2018 Global Wind Market Outlook, p.30.

($m/MW)

Vestas Siemens

발표2 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39



4MW ,
158m . 

( )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40



, 4MW .

[MHI Vestas V164] [Siemens SWT-8.0]

[GE 6MW] [Sinovel SL6000]

Manufacturer Rated power Rotor 
diameter

MHI-Vestas 8MW + 164 m

Siemens 8MW 154 m

Mingyang 6MW 140 m

Senvion 6.3MW 152 m

GE 6MW 150.8 m

Sinovel 6MW 15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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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EF, 2018, Technical and Financial Service in the Wind Sector,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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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

Manufacturer

Model U136 U151 V136 V150 SWT DD 
130

SWT DD 
142 SG 4.5-132 E-136 EP5

Rated
Power 4.2 MW 4.3 MW 4.2 MW 4.2 MW 4.3 MW 4.1MW 4.5 MW 4.65 MW

Rotor 
Diameter 136m 151m 136m 150m 130m 142m 132m 136m

Hub
Height 95m/117m 95m/117m 105m/112m 105m/155m 85m/115m/

135m 109m/129m 84m &
site specific

109m/120m/
132m

Turbine 
Class A A+ B B B B A A

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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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적 인식

 – 생태계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후승

육상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당위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

한 전 세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다. 다만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

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덴마크, 독일 등의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원자력 위주

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후 보다 적극

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에 있어 환경 훼손, 입지 갈등, 주민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은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발표에서는 재생에너지 중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생태문제와 갈등이 된 근본

적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육상풍력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연구 동향을 정리하여 객관

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조류와 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연구 결과 사례분석을 통해 

그동안 간과된 생태계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생태환경 훼손문제로 인한 

갈등이 높았는지를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을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53발표3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적 인식 





- -

(2019.9.26-27.)

·

wslee@kei.re.kr

?

: (19.8.23.)

2

발표3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적 인식  55



3

: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DetailWords.do ( : 2019.9.20.)

4

: NIE Issue Brief (2018) 

1

2
1 (

, 1 )

3
1,2 ,

, ,
,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56



5

6

발표3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적 인식  57



7

8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58



: http://www.rosenlake.net/vwv/UPC-marshill.html ( : 2019.9.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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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ase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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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row (2017)

14

!!

: https://www.carbonbrief.org/bird-death-and-wind-turbines-a-look-at-the-evidence ( : 2019.9.20.)

:
( : 201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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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573,000 (83,000
) (Smallwood, 2013)

Farf n et al. (2017)

15

!!

: Peiser (2019)

Songbirds Birds of prey Ducks Geese

Waders Gulls Other

(a) Observations (b) Corpses

16

!!

Rathenow

Bielefeld

Danish Wahld
Altenpleen

Berlin

: Peiser (2019)

0.217

Table 4: Impact rates for selected species.

Species Impact rate
(Collisions/turbine/year)

Median Confidence interval

Buzzard 0.471 0.142–0.909
Red kite 0.141 0.005–0.458
Sea eagle 0.038 0.000–1.373
Lapwing 0.649 0.170–1.299

* PROGRESS study
* 12 7,600km .
* 12,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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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species),
(within species), ( vs )

: Perrow (2017)

18

(2002-2014.12.11) ,

,

: Perrow (2017)

발표3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적 인식  63



19

Scott R. Loss

: Loss et al. (2013)

(Johnson et al. 2016)

140,000~328,000: Loss et al. (2013), 

573,093: Smallwood (2013), 

214,000~368,000: Erickson et al. (2014), 

* 

20

1.2 !!

(German Wildlife Foundation)
1.2 ( 3,600 ) ,

20 75% (flying ins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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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n.wikipedia.org/wiki/Iberian_wolf ( : 2019.9.20.)

(EN)

2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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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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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1960

1980 1996 2003

: Ferr o da Costa et al. (2017)

22

Alto Minho

: Perrow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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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d traffic on windfarms

36

11

, ( )

: Perrow (2017)

24

Wolf relative abundance in windfarm areas 
(<2000m)

: Perrow (2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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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row (2017), Marques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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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ystems can have direct impacts (for example, local pollu-
tion or competition for space with energy infrastructure) and indi-
rect impacts (for example, ocean acidification or climate change47) 
on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enhancement of marine and ter-
restrial ecosystem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DG9, 14–15)48,49. 
SDG15 is intertwined with the nature of energy transitions, espe-
cially where livelihoods are dependent on ecosystem goods and 
services50. Energy systems that fully account for these interdepen-
dencies including the multiple benefits and values of the environ-
ment (Target 15.9, 17.9) can minimize adverse impacts of energy 
use on ecosystems and biodiversity51 (Target 12.2).

PERSPECTIVE
https://doi.org/10.1038/s41560-017-0036-5

Mapping synergies and trade-offs between energy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ancesco Fuso Nerini1,2*, Julia Tomei3*, Long Seng To� �4,5, Iwona Bisaga6, Priti Parikh6, Mairi Black4, 
Aiduan Borrion6, Catalina Spataru1, Vanesa Castán Broto7,8, Gabrial Anandarajah� �1, Ben Milligan9* 
and Yacob Mulugetta4

NATURE ENERGY | VOL 3 | JANUARY 2018 | 10–15 | www.nature.com/natureenergy

발표3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적 인식  67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68



Session 2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발표 1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 방안

김창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육상태양광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임성희 녹색연합 팀장

발표 3 농촌 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연중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4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육상태양광발전 입지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이상범 KEI 선임연구위원





Session 2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발표 1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 방안

김창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창훈

□ 최근 동향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주로 중소

규모)과 대규모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될 예정

 ○ 그러나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정부 정책은 신재생 사업자들의 입찰 의무를 부여하여 시장참여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전력중개

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참여하더라도 수익모델 정립이 어려운 상황

 ○ 계획입지 제도, 공공부문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 보듯이 정부 정책의 초점이 대형 프로젝

트들에 맞춰져있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상황

 ○ 최근 심화된 환경 관련 규제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거리제한 등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전기사업 허가 위임범위가 최근 들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와의 일원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음

 ○ 또한 정부 차원 계획에서도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이 명문화되고 지역에너지 및 분산에너지 정책 

추진체계의 전면적 재정비에 나서는 등 변화의 움직임

  ⇒ 육상 태양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 참여 활성화가 관건이며 이를 중앙정부

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의 역할범위를 확대할 필요

□ 정책환경 분석

 ○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이 여전히 중앙집중형 `국가사업` 관점의 정책이어서 기존 전통적 에

너지원에서 발생한 갈등들이 더욱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규모 사업의 경쟁력 상실

이 우려됨

 ○ 지역 주도의 분권형 에너지시스템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 정책집행 단순 경로의 

역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광역지자체의 중재 및 조정 역할과 기초지자체의 역량 강

화가 필요

□ 제도개선 방향

 ○ 지역 주도의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해 `분권화`와 `지역산업화`를 양대 축으로 하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분권화 : 지역의 갈등 이슈들을 대부분 지역 내에서 해결할 정도의 지역분권 개념 구현

    - 지역산업화 : 지역이 사업 주체가 되어 스스로 편익을 극대화하도록 제반 여건 마련

 ○ 지역주도 계획입지 제도 보완

    - 환경성과 경제성 평가가 융합된 형태의 사전 지역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비상설

협의체 운영

 ○ 지역 자체적인 소규모 사업 재원 확보체계 구축

    - 각종 지역 지원금을 소규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재생 지원금 수준을 상향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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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태양광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녹색연합 임성희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태양광을 30.8GW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재생에너

지 발전설비를 확산해가는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낮은 수용성과 갈등으로 인해 보급, 확대에 속도

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발전소는 외부의 사업자 혹은 거대 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시설물

이었다면, 생활권으로 깊이 침투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발전 방식의 재생에너지는 그 특성 상 직접 

소유가 가능하고, 투자도 가능하며 발전 수익이 분배되는 시설이어야 지역 내 수용이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유해시설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저

변에 작용하였으나, 사실상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구매. 공급받는 것 외에 어떠한 이익도 공유받지 

못한 탓이 크다. 그런 가운데 환경과 경관, 산사태 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겹쳐지면서 기피시설로 

자리하게 되고, 갈등은 증폭되면서 갈등 비용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발전 수익이 외부 사업자에게 독점되거나 일방적으로 부지가 선정, 설치되는 등 사업추진,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배제되어 왔던 것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에너지 다소비 

도시를 위한 농촌 지역의 희생을 반복을 강요한다는 평가 역시 타당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를 둘러싼 갈등은 사업자와 주민간의 대립을 넘어 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마을 공동체를 조각내

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재생에너지가 무엇을 지향하는가라는 질문까지 던지게 되는 상황이다.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제적, 사회적 편익이 공정하게 배분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이 증가한다는 점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40% 이상을 시민.농민이 직접소유하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에너지전환을 이끈다는 모토

가 사회전반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민.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설비는 매우 

초라한 실정이다. 

우리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강조하지만, 아직은 형식적, 구호적 

차원에 머물고 있어, 국내에 실질적인 주민참여 발전설비 모델은 미진하다. 그럼에도 주민참여 및 

주도 모델을 개발하고 시도하는 사례들은 주민참여 모델의 확산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난관 극복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발전사업에 나서도록 주민 

직접 소유 및 운영을 통한 소득창출모델의 지원, 개발 및 확산, 지역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내

기 위한 장벽 제거 및 지원, 지역발전기금의 공동체에너지 시설 투자를 통한 수익재창출 유도, 시민

들의 직접투자를 통한 이익 공유 모델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고 홍보하고 시민에 의해 확산되

는 재생에너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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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연중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

며, 2017년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

르면 태양광 발전량은 2017년 5.7GW에서 2030년에는 태양광 36.5GW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서 사전에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

어져야 한다. 주요 이슈로는 환경적 이슈, 기술적 이슈,  제도적 이슈, 경제적 이슈, 사회적 이슈 등으

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환경적 이슈로는 농지와 산지의 환경 및 경관 훼손, 기술적 이슈로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

너지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 전력계통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 이슈로는 타 에너지원 대

비 발전시설 설치비용이 높아, 아직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급되기 어려운 상황, 제도적 이슈로는 법

률, 지자체의 규제 및 조례, 인허가 문제, 이격거리 제한, 사회적 이슈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수용

성과 주민 수용성이 낮아 주민의 반발, 특히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가능성 등으로 농지가 타 용도로 

전환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발표자료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어업인과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체, 재생에너지 이행을 

위한 발전사업자, 에너지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그리고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 등에게 도움이 되길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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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육상태양광발전 입지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범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총 63.8GW로 확

대하고 이중 57%에 해당하는 36.5GW를 태양광발전으로, 그리고 17.7GW는 풍력으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있어 태양광발전 보급은 매우 중요하나 현재 육상태양광발전을 둘러

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 용량 확보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3년간의 산지 태양광발전 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과 주민반대 등 사회갈등 발생 빈도나 심각

성을 고려할 때, 육상태양광발전 개발에 대한 환경-주민수용성에 대한 고려가 사전에 충분하게 이루

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지 태양광발전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2018

년 “육상태양광발전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하여 급경사 지형이나 산림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육상태양광발전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환경부 “육상태양광발전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이 시행된 이후, 산지에서의 육상태양광발전은 급격

하게 줄어들어 정책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육상태양광발전 보급을 위한 대책은 마련

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지침은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입지 

기준에 중점을 맞추고 있어 육상태양광발전 입지 가능지 제시나 지역별 육상태양광발전 계획수립 등

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태양빛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태양광발전 특성

과 경관영향 등을 사유로 지역주민 반대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협의

나 참여방안 등에 관한 내용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육상태양광발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 입지 가능지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가

능한 농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협의와 철거‧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육상태양광발전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지침 등 기존 육상태양광발전 가이드라인

을 개정하여 육상태양광발전 입지 가능지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육상태양광발전 지역계획을 수립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참여방안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사업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는 시급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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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발전의 효율적 추진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 한국 수상 태양광발전의 현황

◦ 국내 수상 태양광발전의 잠재력

-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저수지와 댐 등이 수천 곳 있어 발전잠재력 높다. 또한 육상 태양광에

서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최근 환경부 및 일부 지자체에서 수상 태양광에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 그럼에도 항만 등의 공유 수면 위에도 설치 가능하다는 점, 국토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은 우리나라

의 조건상, 태양광 입지 확대에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 등 추진 중)

        ￭ 수상태양광 발전의 효율적 추진의 어려움

◦ 수상태양광의 안전관리 

- 물 위에 계류 혹은 앵커로 고정하면서,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발생 우려된다.

- 수상태양광 설치대상이 강, 하천, 댐, 저수지, 바다 등이므로 다양한 수면상태에서 물의 유동성, 바람, 

부유폐기물, 파도 등이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수상에서 장기간 발

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식, 용출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 주민수용성 문제(인접주민들의 반대)

- 전자파, 빛반사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반대와 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해 주민민원이 발생  

◦ 관련 인허가 문제

- 지자체별로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는 조건에 차이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수상태양광발전은 수면 

위에 설치하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고 판단하는 지자체 있는 반면 수상태양광발전은 수면 위에 설치되어도 개발행위허가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지자체 있다.

 * 전남 해안군의 경우, 저수지와 호수 등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시설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저수지 주변 
마을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저수지와 호수 등의 수면에 태양광발전 설치하는 것에 대
해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신설해 규제를 할 예정. 저수지와 호수는 농업기반시설이므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거 (뉴시스, 2019년 8월 19일)

￭ 수상태양광발전 개선방안 

◦ 안전 문제 우려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필요함

- 수상 태양광의 다양한 설치지역별(저수지, 댐, 하천, 강, 바다 등) 특성에 맞는 설계외 시공기술 구

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 수면 유동의 변화, 수상에서 부유하는 폐기물에 의한 파손, 파도의 변화, 

2) 태풍과 같은 자연변화로 인한 바람, 홍수 등의 재해 영향, 3) 수상태양광과 연계된 수상케이블, 

송변전설비 등의 안전성 등에 대한 기술력 확보는 수상태양광발전의 해외진출 시 국내 태양광산업

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 수상 태양광의 역사가 아직 짧음,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지속적, 장기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

◦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수상태양광발전 기본계획도 종합적으로 수립,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유도

해야한다.

- 계획 속에서 종합적이고 예측가능한 마스터플랜을 통해 사업자들의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준비와 

개발, 입지확보, 투자자 확보를 유도를 통한 시장 활성화 가능해진다.

- 장기적으로 수상태양광발전의 균형적인 입지개발/ 분산형과 대규모 수상태양광 균형적 개발 추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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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패널 및 전기시설의 안전성

건국대학교 안형근

 
발표에서는 수상태양광의 국내외 역사와 설치비용의 경향을 제시하고 현재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설비의 기술적 환경적 안전성들에 관련한 사항들을 항목별로 체크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에서 만은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는 Pb Free 태양광모듈의 개발 현황과 다양한 형태의 장수명 

고출력 태양광 모듈의 현황을 소개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

광 모듈의 유해성 평가와 더불어 모듈 세척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며, 이러한 기술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과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한다. 또한 기후 변

화와 더불어 엄청난 자연재해의 상황 하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과 내

구성 확보의 당위성을 실험결과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며 아울러 중대형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 시

설들은 반드시 전기실의 위치에 따라 출력의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그 해결책을 제시하

고 향후 기술적으로 선결해야할 항목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많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수상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항목 중 특히 국내의 개발 현황과 더불어 해외사의 개발현황과 기술적 도전등

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내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내수면 지역이

나 저수지등의 수상환경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해상환경에 적용 가능한 태양광모듈 및 

발전 시스템도 함께 소개하고 점검함으로써 향후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상 및 해상 태양광이 나

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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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환경적 안전성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노태호

 

□ 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으로서 국내외의 태양광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입지선정 및 환

경적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상이,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

  - 원자력과 미세먼지 및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의 문제해결을 위한 태양광풍력 등의 신

재생에너지 전환 시급하나 찬반의 다양한 의견 상충

  - 특히 산지 등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할 경우 소위 ‘녹색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 모색이 긴요

  - 이러한 측면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은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추진 가능

□ KEI는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최초 상용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500㎾)이 설치된 합천호에서 2011

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4회에 걸친 사전예방주의에 입각한 환경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음

  - 발전시설 직하부와 대조지점 지역 간의 상이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아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음

□ 그러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

성이 아직 상존함

  - 과도한 면적의 설치는 환경적으로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입증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전체 수면적 대비 시설설치면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규정의 제도화 필요성

이 높음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한 물리적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최근 일본의 경우 화재발생)

  - 장기간에 사용에 따른 기자재용출 기인 오염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친환경 제품의 사용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부 관리방안의 도임도 시급

  - 국가 중요 수면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의 환경성을 우선 시하는 수상태양광 발

전방안 원칙 수립 및 이행이 긴요. 따라서 보수적 관점에서의 발전시설 면적 제한(평수위 대비 

5% 이하)하고 “안전한 환경관리 기반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상용화”를 핵심가치로 하는 한국형 

수상태양광 발전모델 개발로 국제 경쟁력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됨

□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입각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효율적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이 규제성 환경법률로 보호받는 지역은 입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는 담수역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

  - 평수위 대비 5% 미만의 설치를 전제로 대규모 “집적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의 사업 추진을 신중

히 고려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산자부)을 통한 전략적 환경평가(환경부)를 시행하고, 

지역과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발전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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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hady phytoplankton paradox: when phytoplankton increases under 
low light” Masato Yamamichi 

Each pond is 0.09 ha surface area (30  30 m) with a 0.04ha central deep area (20  20 m) at 
1.5 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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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 필요성 및 도입방안

한국에너지공단 박성우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

력해 왔고, 최근에 와서는 그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보급된 재

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MW로서 보급 목표를 1.5배 이상 초과 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지 선정, 지역상생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

부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활성화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계획입지 제도는 마을공모 방식 등을 통해 지자체가 부지를 발굴하면 전략환경

영향평가,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발전지구로 지정을 하여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등을 거쳐 사업 시행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입지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주민 수용성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019년 하반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하여, 풍력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와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 전 과정을 지원

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지분투자, 시설기부 등 

다양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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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발표이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방안 연구는 여러 국책연구원을 포함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2019.2.28)에서도 다룬 바 있음. 이제는 이런 연구와 토론회를 바탕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시점.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사회적갈등 해소방안’은 산지태양광 REC 하락, 

산지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은 갈등 심화에 따른 단발성 제도 개선이었음. 현 시점에서는 재생

에너지 갈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인프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사회 전반의 재생에너지 부정인식 확산 → 인식, 교육, 홍보가 중요(특히 공무원). 공무원, 지자

체장, 발전사업자, 지역주민들에게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협력소통 대화법 등을 교육. 갈등해결 

전담기관과 인력양성.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교육 홍보 진행  

2.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은 모두가 처음 → 갈등 해결 역량 함께 키워야 →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행

전략, 인력, 예산이 필요 

3. 컨트롤타워는 산업통상자원부 → (규제) 재생에너지 영향 범위 설정 → 태양광과 풍력 등의 주

민 영향 범위는 원전이나 석탄발전보다 좁게 설정해야 함(협의와 지원)

※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발전원에 대한 구별 없이 반경 5km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

지역으로 지정

4.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입지 제도 불명확 → 정부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생태계우수지역, 경관

우수지역, 안전문제 발생지역)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외에는 설치가 가능해야 함. 재생에너

지 입지가 갖춰야 할 요건을 관련 법규상에 명시하고 관련된 상세한 해석 및 실행 지침을 마련

하거나 세부적인 재생에너지 입지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박지혜, 2018). 사전에 충분한 논

의, 합의되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5. 지자체(기초) 역할과 역량 강화 → 행정인력과 중간지원조직 → 지자체장의 의지  → 현재 산업

통상자원부가 수립 중인 지역에너지 정책에 반영 → BP 사례 만들어야

6.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방식을 제시하되, 주민들의 책임 필요(에너지시민) ※ 들러리를 세워도, 

불로소득원이 되어서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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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및 추진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영준 ․박종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재생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비율 20%의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48.7G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 보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KEI

에서는 2017-2019에 걸쳐 지금까지 협의가 이루어진 환경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 및 육상태양광발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저

수지, 담수호 등의 유휴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의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 수상태양광발전에 

대하여 개발 가능성과 그 잠재량을 평가하였다.

2019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된 육상풍력발전사업 총 80건을 분석한 

결과(전체 설비용량 2,145MW, 899기 설치), 80개 중 63개(79%) 사업이 산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육상풍력발전의 입지 특성상 산 정상부 및 능선부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으나, 이러한 

풍력발전 개발가능지역의 상당부분이 환경적 측면에서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생태자연

도 1등급 지역 또는 주요 능선에 인접하게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상풍력의 경우 

지표면 50m 높이에서 풍속 3등급 이상(평균풍속 6.4m/s)의 확보가 필요한 자연조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 상 풍력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지에 사업이 입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연계하여 산능선부를 따라 집중되는 육상풍력사업의 입지 타당

성에 대한 검토가 환경가치,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질 필

요가 있으며, 환경보존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해법이 필요하다.

2019년 6월까지 EIASS에 등록된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은 총 7,363건에 이른다. 지난 15년간 환경평

가를 통해 추진된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75%에 해당하는 5,073여건의 사업이 최근 2년 6개월

(2017.01~2019.06) 사이에 협의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 6월 기준 누적 발전설비용량은 

9.8GW이며, 여기에 전체 약 149.5㎢의 대지 면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난다. 개발면적은 전남, 전

북, 경북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지목별 면적 비율은 임야가 53%(8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개발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80%)과 충북(74%)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생보전 등

급별 면적을 분석한 결과, 여의도 면적 16배 크기에 달하는 47.1㎢ 면적의 산림(식생보전 Ⅲ-Ⅳ등급)

이 태양광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태양광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8.4GW(30.8GW 중 

주택·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 2.4GW 제외)의 신규 설비를 위한 444㎢(=세종시 면적 465㎢의 96%)

의 대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육상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산림자원 감소와 생태계 훼손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

안으로 유휴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수상태양광발전은 환경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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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안전성, 경제성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의 쟁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19년 6월 기준 EIASS에서 확인되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협의 건수는 총 60건이며, 이 중 51건

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농업용저수지 43개소에서 추진되었다. 시설 개소수 51개소(60건)에 대한 

총 발전규모는 135MW이며 총 171ha의 수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전국 3,397개(2017년 통계자료 기준)의 농업용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발

전 잠재량을 산정하였다. 여기서 잠재량은 전체 수면적의 합에 단위용량(1MW) 당 소요면적을 나누

어 계산되며, 개발 가능성과 제약요소에 따라 부존, 가용, 환경적 잠재량으로 구분하였다.

총 만수면적 42,634㏊의 10%를 활용할 경우(1.3㏊/MW 적용), 3,280MW 부존 잠재량을 갖는다. 

그러나 저수지 규모(유효저수량 30만㎥ 이상)와 실제 수면적 차지비율(만수면적의 5% 이하), 상수원

보호구역, 경제성(발전용량 500kW 이상)을 고려하면, 638개 저수지에서 1,247MW의 가용 잠재량

이 산정된다. 여기에 제약사항으로 여유수심 3m 유지(만수위-사수위>3m)와 한발빈도(10년 미만), 

환경입지(야생동식물보호구역, 국립공원, 생태자연도1등급)를 고려하면 540개 저수지에서 

1,084MW의 환경적 잠재량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현재 농업용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은 잠재량 대비 보급 비율이 5.5%로, 향후 개발 가

능성과 잠재 규모가 커 산업유발 효과 또한 큰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3020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녹색 간 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결 과제이다. 산림

을 훼손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환경적, 경

제적, 안전성, 수용성 측면을 고려한 입지와 규모를 파악하여 보급목표를 설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

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입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개발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자연보존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부터 

입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존 운영 사업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비가역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과학

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술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용 또는 수용할 수 있는지 그 개발 가능성을 우선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원별 보급 목표량의 적정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 원별 최적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에

너지 보급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예, 광전변환효율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발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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