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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태양광 발전의 확대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소규모 태양광 시설에 대한 갈등이 전국

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갈등사

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이다. 이 연구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장소애착이론을 통해 분석

한다.

연구의 질문은 농촌지역 태양광 시설 입지갈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농촌공동체는 ‘왜’ 반대하고 있는가이

다. 이를 위해 3개월간 충북 옥천군에서 대표적 갈등사례 4개를

표집하였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 38명

을 면담하였다. 이를 현장에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이론 분석틀인

장소애착을 통해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장소는 끊어 읽어져 계량적으로 분석되는 것 또는 공통의 구조

를 가진 추상적인 것으로 파악되곤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

장소애착이론은 실존주의적으로 장소성과 정소정체성을 복원하고

자 한다. 장소애착이란 개인이나 집단과 친숙한 장소 사이에 감정

적 유대가 결합된 복잡한 현상이다. 이는 개인적 정체성과도 관련

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 개발과도 관련이 있는 개념이

다.

이 연구에서는 갈등 사례들을 장소애착의 맥락에 집중하여 분석

한다. 장소애착 관점은 정보결핍모형이나 님비주의에서 설명이 어

려운 갈등의 주관적 부분을 보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집된 자료들을 Raymond et.al(2010)의 장

소애착 맥락 범주에 따라 개인적, 공동체적, 자연적 맥락으로 구분

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반대하고 있는

인문 심리적 과정에 주목하였다.

갈등사례 분석에서는 정부, 충북도, 옥천군 차원의 정책변화를

검토한 뒤 갈등의 핵심인 개발행위허가과정을 중심으로 4개의 갈

등사례를 각각 기술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나 설치장소가 다르더

라도 행위자의 역할과 갈등전개방식에서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위자로는 설치주체, 반대주민, 허가주체가 있는데,

각각은 사업주와 시공업자, 이장과 농촌공동체 구성원, 군청과 군

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뉠 수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역동적인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전개의 특징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

지를 인지하는 즉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며, 갈등속도가 빠르고,

갈등종결이 불확실하다고 종합할 수 있다.

반대 근거들이 장소애착의 어떤 맥락에서 강화되는지를 보기 위

해 현장수집 자료를 장소애착의 맥락적 차원인 개인적 맥락, 공동

체적 맥락, 자연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개인적 맥락에서 해당 장

소는 주민 개인의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공동체적 맥락에서는 공유한 역사에 의거하여 자치와 소속감, 경

제적 관심, 정치적 관심과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가 배치됨을 보이

고 있다. 자연적 맥락에서 주민들은 자연으로부터 시골살이의 자

아감을 얻으며, 또 자연을 이용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관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환경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농촌공동체에 있어 자연적 맥락은 이러한 개인적 장소애착 맥락



에 반영되며, 공동체 맥락에는 다양한 심리적 경제적 자원으로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자연적 맥락은 물질적인 토대가 되는데, 이 구

체적인 지표로서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경관이다. 태양광 발

전시설 입지는 현재 이러한 맥락들과 배치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결에서의 함의 도출을 위해 태양광 발

전시설 입지갈등의 원인으로 알려진 3가지 반대근거인 ‘기술적 위

해’, ‘참여와 보상’, ‘장소’의 의미를 장소애착의 관점으로 재검토하

였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에 다양한 가치가 복합적으로 응축되어

있음을 기술·논의함으로써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개

선과 나아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지점을 던진다. 각

논의지점은 과정적 접근, 경관과 환경 가치, 소비지 생산지 분리

문제로, 향후 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로 보인다.

주요어 :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입지갈등, 인간주의 지리학, 장소애

착, 농촌공동체

학 번 : 2015-2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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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최근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은 대규모 시

설에 관한 것이었던 것에 반해, 태양광 갈등은 소규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태양광 시설에 대한 반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현황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에 관한 갈등은 지역적으로 농촌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지가가 저렴한 임야를 중심으로 개발·건설되다보니 대부분 농촌지

역에 입지하고 있어, 약 63%가 농촌지역에 설치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농정, 2017.12.23.). 기초지자체들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조례 및

지침 제·개정을 통해 거리제한을 만드는 추세이나, 중앙정부에서나 언론

에서는 이 또한 청산해야할 ‘규제’로 다루고 있어 점차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에너지전환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바람직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진단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

를 바탕으로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예

방적 차원의 해결 방향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는 농촌사회에서 태양광시설을 반대하는 현 상황을 기술, 분석, 고찰하고

장소애착 논의에 기반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간 ‘장소’를 둘러싼 갈등에서 반대주민의 의견은 입지 당위에 대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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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의미한 것 또는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러

한 설명틀 혹은 이론은 주로 공익과 지역의 이해가 충돌되는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태양광시설을 비선호시설이라 규정

할 수 없고, 현 갈등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갈등 유형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들은 설명력에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소애착 관점을 도입하여 기존의 입지 관점이 포괄하지 못

하는 입지반대 현상의 주관적 배경을 보다 넓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질문과 연구목적

이 연구의 질문은 “농촌지역 태양광 시설 입지갈등은 구체적으로 ‘어

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농촌공동체는 ‘왜’ 반대하고 있는가?”이다.

갈등사례의 구체적 기술,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점 도출, 반대하는 주민

들의 의견과 그 맥락, 의견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한 반대근거 이해를

연구내용으로 한다.

연구목적은 농촌사회에서 늘어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반대주장의 의

미를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태양광발전 확대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논의의 기초단계로서 장소에 관한 이론적 논의, 주민들의 구전

논리, 지역 단위 행위자들, 환경정책의 관점, 해결에의 함의를 탐색하는

공공인류학적 연구이다. 이를 의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갈등

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장소애착관점을 도입하여 해석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수용성 있는 해결책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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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둘러싼 농촌공동체의 갈등사례를

다룬다. 갈등사례 선정을 위해 용량 기준과 농촌공동체를 정의하고, 연구

의 분석단위에 대해 설명한다.

1) 분석단위

(1) 용량 기준

여기에서 다루는 ‘태양광 시설’은 자가소비용이 아닌 전력판매 사업용

을 의미한다. 전력판매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물태양광, 수상태양광, 농

촌태양광, 토지이용태양광으로 나뉜다. 용량에 있어서는 3000㎾를 기준으

로 하여 그 이하의 용량을 가진 시설만을 다루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3000㎾ 이하일 때 산자부가 아닌 시·도와 군에서 허가하도록 되어있어

‘대형’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농촌공동체

이 연구에서는 반대 주체에 있어 한 개인의 두드러진 의견이 아닌 이

상 ‘농촌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공동체는 ‘마을’이나 ‘리’로

불리는 근린지구 공동체(Valentine, 2009: ch.4)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마을’은 질 발렌타인이 근린지구 공동체의 4가지 요소로 지적한

근접성, 영역, 사회적 동질성, 시간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농촌사회는 행정구역상의 ‘리’ 아래에도 ‘마을’ 또는 ‘(생활)리’라

는 생활단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속감이 크다.1) 갈등사례지의

마을들은 약 30~60호 정도의 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가구 구성에서 원주

민과 외지인의 비율은 마을마다 다르다.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가구는

1) 사례에서의 ‘리’라는 명칭 역시 생활구역상으로의 ‘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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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원주민들이며, 이들은 많은 경우 고령자 부부 또는 1인 가구로 이

루어져 있다. ‘농촌공동체’의 범위는 대체로 이 원주민들을 지칭한다. 그

러나 귀농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 년의 시간이 지난 후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도 많다.

(3) 갈등사례

이 연구는 다중사례연구로서 2017년 12월 21일에서 2018년 3월 20일

(만 3개월)의 시간적 범위를 두고 복수의 갈등사례들을 표집하였다.

Yin(2016)에 따르면 좋은 사례연구의 조건 중 하나인 완전성을 위해서는

사례 간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사례의 경계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정황을 분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말한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하나의 군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정하고 그 안에서 사례들을

표집하였다. 이는 외부변인을 줄이고, 연구상 발견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

임으로서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전략이다. 이는 다중사례연구

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정도인 ‘외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이다.

한편 사례연구 대상지인 특정 군(軍)과 소속한 도(道)의 특성에 의한

사례의 편중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성에 의해 강화·축소·발현·제

거되었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은 분석과 논의에 포함시켰다.

(4) 분석단위

분석단위는 갈등사건과 반대근거이다. ‘갈등사건(event)’은 갈등사례에

서 갈등전개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이다. 갈등전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거나 맥락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수집·분석하

였다. ‘반대근거’는 농촌공동체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가를 알기 위함이다.

반대근거는 생활과 기록의 공식적·비공식적 ‘언어’이므로 이는 맥락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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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편중에 따라 왜곡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반대근거

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연구 설계과정에서 대조질문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례연구 대상지

이 연구에서는 농촌공동체 태양광 시설 입지 갈등을 깊이 있게 파악하

기 위한 사례연구 대상지로 충청북도 옥천군을 선정하였다.

첫째, 시기적으로 태양광 시설 입지단계의 ‘갈등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 보았다. 태양광 시설 입지나 선로가 이미 포화된 전남 등과

달리, 옥천군이 속해있는 충청북도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 흐름이 일어나

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시설 입지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 있어,

2017년 12월 경 지역 내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둘째, 옥천군은 지역 언론이 발달한 곳으로 갈등을 포착하기 용이하다.

김은환(2001)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역 주민간의 매개체 기능은 거의가

지역 언론에 의해 수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도희(2014)는 언론

은 지역에서 유일한 중개자 혹은 이해당사자 아닌 제3자 역할을 하고 있

음을 강조하고 있다. 옥천 지역신문인 <옥천신문>은 2017년 발행부수

3,956부, 유료부수 3,598부로 전국 광역단위 지역주간신문까지를 포함한

411개지 중 11위에 드는 우량 지역신문이다(한국ABC협회).2) <옥천신

2) 옥천군은 대전과 인접해있고 충청북도에 속해있어 각각의 지역지를 읽는 옥천군민들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옥천향수신문>이라는 옥천군 관내 신문도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옥천신문>(유료부수 3,598부)은 <옥천향수신문>(유료부

수 793부)를 비롯한 다른 지역언론에 비해 (1) 독립적인 신문이며, (2) 지역 내 논쟁, 비

리 감시, 폭로 역할을 하며, (3) 온라인게시판을 통한 의견개진 통로를 제공하는 기능이

현저히 크다. 이러한 점에서 김은환(2001)과 김도희(2014)가 말하는 지역 언론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은 <옥천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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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갈등 기사를 8회에 걸쳐

보도했다. 이는 마을단위 소규모 갈등이 드러나는데 용이한 조건을 형성

한다.



- 7 -

II.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 인간주의 지리학과 ‘장소’

장소애착이론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지리학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지역’과 ‘공간’이 ‘장소’라는 정

의까지 변화·발전해왔는지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1) 과학으로서의 지리학과 ‘지역’

초기 지리학은 지표면에 대한 확인(identification) 및 기술(description)

과 관련되어 있었다. 지역이란 탐험가, 지도학자, 지리학자에 의해 조사

되고, 지도화되고, 분류되어야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Valentine, 2009:

ch.1). 장소 간 차이를 규명에 집중하는 전통은 이후 세계대전 전후 ‘계

량혁명’과 함께 공간과학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브라이언 베

리가 있으며, 그는 논리실증적 연구 패러다임을 주도함으로서 지리학이

공간과학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계량지리학’에 몰두하

며 이론지리학의 대표 격인 중심지이론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며 제3차 활

동이론을 정립하였다(이현욱, 2005). 이는 현대 토지개발에서도 가장 ‘객

관적’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특히 사진이나 GIS와 같은 공

간기술발식의 발전과 신고전파 경제학이 큰 영향을 끼쳤다.

과학으로의 접근은 최적입지를 위해 장소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을

의도하며, 한 장소를 ‘지역’ 또는 ‘입지(location)’로 간주한다. 이론적·경

험적3) 의미를 종합해본다면, ‘지역’은 “경상도지역”, “주거지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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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필요에 따라 ‘끊어 읽혀진 공간단위’(이기봉, 2005)이며, 특히 ‘입지’

는 시설개발의 필요성이 이미 전제된 과학적 선택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은 실증주의 방법론적 오류와

가치중립성의 현실적 불가능성으로 인해 비판받는다. 방법론에 의해 공

간은 사회적인 것들과 분리되어 기하학적 공간으로 추상화되었으며, 인

간은 항상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그의 공간행동을 추구하는 ‘경제인’으로

단순화되었기 때문에(최병두, 1991: 63) 지역개념은 지리적 문제에서 한

정적인 설명범위를 가진다.

(2) ‘공간’ 구조에 대한 비판적 해석

합리적으로 보이는 입지분석이 사실은 공간의 구조적 불균등을 은폐하

는 방법론이라는 비판은 새로운 지리학 조류를 형성하였다. 급진주의 접

근들, 특히 맑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연구들은 공간을 사회적 힘의 산물

로 간주하며, 사회적 차이 불평등한 공간적 패턴으로 나타남을 설명하고

자 했다(Smith, 2017). 이들은 공간적 유형 또는 현상과 사회적 과정 또

는 구조 사이를 구분하고 전자를 후자의 투영체 또는 결과물로 인식한

다. 따라서 개별 공간적 현상들 이면에 존재하면서 이들을 창출하는 총

체적 사회구조의 연구가 강조된다(최병두, 1991: 69).

주로 급진주의 공간학자들의 논의에서 출발한 학문 조류는 사회지리학

이라는 지리학 내 하나의 전공분야로 정착하면서 ‘사회적 현상들의 공간

적 분포에 관한 연구’로 인식되었다(최병두, 2003: ch.1). 이러한 사회적

구성주의적 접근은 공간 배후의 공통적인 구조적 측면을 밝히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구조의 영향을 강조함으로

인해 장소를 공간(space), 즉 텅빈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인간의

3) 이론적 논의에서 주로 다루는 지역, 공간, 장소 개념뿐 아니라 이후에 다룰 지리, 입

지, 경관, 경치 등 연관개념들이 선행연구 사이에 상당히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어

휘’의 경험적 사용을 이론적 논의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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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 경험과 실천 행위를 포착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지닌다.

(3) ‘장소’의 회복논의

인간주의 지리학은 앞선 계량적 객관주의와 추상화된 구조를 의심하며

등장하였다. 철학적으로는 현상학과 실존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서

도식, 2008), 인간들의 다양한 장소성(sense of place) 및 장소정체성

(place identity)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 이를 통한 공감적 이해가 인간

주의 지리학의 목표이다(Cresswell, 2004). 인간주의는 어떤 학문적 배경

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발전한 사조라기보다는 인간의 주체적 의지나 의

도, 이를 통한 언어·일상적 행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여러 철학자와 사

회이론가들에 의해 제시되었다(최병두, 1991: 65). 공간과학 지리학에 대

한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인문지리학의 성숙에서 사회지리학이 독자적

영역으로 발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최병두, 2003: 23~24).

장소 개념은 지역 또는 입지로 불리는 계량적 객관주의와 추상화된 구

조를 의심하며 등장하였다.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의 현상학적

장소론은 ‘장소의 진정성’이라는 핵심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장소에

대한 접근을 비판한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장소가 진정성을 상실하고 훼

손된 상태를 ‘무장소(placelessness)’라고 명명하였다. 이푸 투안(Yi-fu

Tuan, 2011; 1974) 역시 대표적인 인간주의 지리학자로서, 장소라는 개

념이 인간의 경험에서 시작한다는 이론을 통해 ‘장소’라는 개념에 큰 영

향을 끼쳤다. 종합하자면, 특정한 위치의 공간에서 인간 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특정한 의미가 부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장소’가 만들어진다(Agnew, 1987).

2) 장소애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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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애착이란 개인이나 집단과 친숙한 장소 사이의 감정적 유대가 결

합된 복잡한 현상이다(Altman&Low, 1992). 보통 이해관계라고 불리는

것을 넘어서는 감정과 연관이 있는데, 특히 경관 관계(landscape

relation)와 연관되어 설명된다. 경관 관계는 복잡하며 매우 개인적이다.

예컨대, 한 장소는 개인이 자라온 곳, 오랜 기간 휴양지로 쓰던 곳과 같

이 매우 개인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정체성이 특정 장

소에 연결되어있다고 말하며, 장소는 친숙함, 안전함, 삶의 질을 의미하

게 된다(Ranke, 2014).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의 장소애착은 사

회적자본 개발에서도 그 역할을 담당한다. 장소정체성, 장소애착, 근린

계획과 보전에 참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정체성, 공동체 소

속감, 마을활동과 마을보호로 이어진다(Manzo et al., 2014).

장소애착이론의 초기 관심사는 개인이 가지는 장소애착의 특성을 분석

하는 일이었다. 개인의 장소애착을 설명하는데에는 다양한 개념들이 발

굴되었으나 무엇보다도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이 실증적 연구에 대

부분 사용되며(최열·임하경, 2005) 학자들 사이에서 유의하게 강조되어

왔다(Raymond et al., 2010). 장소정체성은 자아에 관한 차원으로, 특정

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감정과 함께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장소에

대한 상징적 연결 등을 의미한다(Raymond et al., 2010). 이러한 장소정

체성은 구성원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로 보기도 한다

(최열·임하경, 2005). 장소의존성은 기능적 또는 목표지향적 연결 및 애

착을 의미한다. 여건을 바탕으로 한 사람과 특별한 장소간 결합(최열·임

하경, 2005)이므로, 현 장소의 다른 대안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은 꼭 주거환경뿐만 아니

라 방문객의 태도, 친환경의도 등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한편, 장소애착에 대한 개인적 접근은 자연과 사회환경에 대한 구조를

간과할 수 있다(Raymond et.al, 2010). 이러한 맥락에서 Gustafson(2001)

은 자아-타인(들)-환경이라는 3 축의 이론적 프레임을 통해 그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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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고자 했다. 여기에서 ‘타인(들)’은 장소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주자(들)의 특성을 나타내며, ‘환경’은 자연환경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누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어디에 애착을 갖는지에 대한 장소애착 분

야에서의 논의를 종합한 대표적인 모델은 Scannell & Gifford(2010)의

장소애착 삼각모델이다. Scannell & Gifford는 사람(Person)-과정

(Process)-장소(Place)의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삼각모델(PPP

framework)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서 사람은 문화·집단적 차원과 개인

적 차원으로, 과정은 평가, 인지, 행동으로, 장소는 사회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으로 나뉜다.

한편, Devine-Wright는 앞선 삼각모델이 장소애착의 동학적 측면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Manzo et el, 2014), 장소변화에 대한 반응

단계를 통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지점들을 다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반응단계를 인지, 해석, 평가, 복제, 행동의 5단계로, 분

석단위를 개인, 개인간, 짐단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4단계로 나누어 분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사회적 구성주의 및 사회적 현상이론에 기반

하여 장소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접근으로, 대중 참여를

위한 장소기반 접근방식을 시사한다(Devine-Wright, 2009).

Raymond et.al(2010) 역시 자연과 사회를 통해 형성된 장소애착이 개

인의 장소정체성 및 장소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관심을 가지고

맥락을 강조하였다. 그는 크게 3개의 축(개인, 공동체, 환경)으로 된 맥락

분석 모델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개인축은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으

로, 공동체에서는 가족과 친구로 나누어지기도 하며, 각각의 장소애착 축

은 개인적, 공동체적, 자연적 맥락을 반영한다. 이 모델은 교외 지주들의

장소애착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에도 사용된 바 있다.

장소애착 논의가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세분

화된 주관성 간의 차이를 엄밀히 구분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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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zo and Devine-Wright, 2014; Lewicka M., 2011; Gustafson P.,

2001). 이들은 양적·질적연구 및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통해 장소애착의

요인과 영향을 구분하거나, 감정이나 태도를 심리학적으로 유형화하기도

하였다.

3) 장소애착이론과 입지갈등

입지갈등이 발생하는 원인과 갈등의 해소방안에 대해, 장소애착이론은

기존의 지배적인 설명방식인 정보결핍모형과 님비주의관점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주관성과 객관성을 포괄하는 설명범위를 지닌다.

정보결핍모형은 과학과 대중의 관계를 바라보는 지배적인 관점이다.

브라이언 윈(Brian Wynne)은 결핍 모형이 세 가지 전제에 기반하고 있

고 설명한다. 그 세 가지 전제는 ‘과학이 단일하고 보편적이면서도 자명

한 것’, ‘일반인들에게 그러한 과학이 결핍되어 있음’, ‘일반인들에게 더

많은 과학지식이 공급되면 사람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명제이다(송성수·김동광, 2000). 정보결핍의 관점에서 대중들의 입지반대

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해결방안에서는 계몽적·위계적·

관리적 접근에 치우치게 된다. 재생에너지 입지갈등에서도 과학중심주의

적 관점은 보존이 아닌 개발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는 점에서 신생태주의

차원의 비판을 받았다.

님비주의 또는 님비현상(NIMBY : Not In My BackYard)관점은 정보

결핍모형에 비해서는 사회적·주관적 측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갈등을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학 사

전》(이종수, 2009)의 정의에 따르면 님비 현상은 혐오시설 기피 현상이

며, 자기중심적 공공성 결핍 증상으로, 이기주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

다. NIMBY라는 표현에는 이미 입지 반대론자들을 폄하하거나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있다(심준섭, 2008; Hermansson, 2007). 이런 관점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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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은 공익이라는 이름하에 사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방향이 되어

서는 안 되지만 공공정책이 특정 집단의 사익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서도

안 된다(박종화, 2009: 22~23). 님비주의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다툼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칙과 제도, 참여자들의 의식전환이 요청된다.

심준섭(2008)은 님비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그 동안의 행정학 분야

의 님비연구는 주로 정책문제 해결을 이유로 대처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둔 결과, 님비현상에 내재된 복잡성과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한

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입지 반대가 단지 비도덕적인 이기심의

표출로만 비춰지며, 따라서 무시되어 마땅한 대상으로 보이도록 만든다

는 것이다(Hermansson, 2007; Wüstenhagen & Wolsink & Bürer, 2007;

Wolsink, 1994). 실제로 몇몇 학자들은 님비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심준섭, 2008). 님비주의 관

점으로 입지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허용할 수 있는 참여의 수준은 협상,

조기 참여, 공모방식 도입 등에 한정된다. 또한 님비주의는 이기주의와

함께 공간적 가까움의 문제를 과장하고 있는데, 경험적 연구들은 거리가

반대에 끼치는 영향을 증명해내는데 대부분 실패하였다(Jones and

Eiser, 2009).

앞선 논의들의 한계로 재생에너지 갈등에서도 장소애착이론이 사용되

기 시작했다. 님비에서 말하는 ‘물리적, 사회적 위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되는 곳에도 반대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며, 이전 환경갈등이 개발 대 보

전이었다면 이제 보전 대 재생에너지라는 딜레마를 가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개발사업은 장소애착은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애착이 높고, 개발에 대해 부정적 태도일수록 장소애착이 파괴된다고 생

각한다(Devine-Wright & Howes, 2010). 물론 기존 장소 사용자들이 새

로운 것에 반드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며, 장소정체성과 사회적 수용

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주관성에 관



- 14 -

한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장소변화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장소변화가 해

석되는가가 핵심적이라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Devine-Wright는 장소변

화에 대한 반응단계 분석틀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입지 반대 현상

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대중들에게 위협을 가져오는 인문 심리과정에 주

목하며 장소애착과 장소정체성 문제를 지적하였다(Devine-Wright, 2012;

2009).

2. 기존 연구 검토

1) 해외 재생에너지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Devine-Wright는 《Renewable Energy and the Public : From

NIMBY to participation》(Devine-Wright ed., 2010)에서 재생에너지 시

설 입지 갈등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관점은 문제

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결정한다. ‘무엇’이 설치되는가에 집중한다

면 기술적 속성이, ‘어떻게’ 설치되는가에 집중한다면 참여과정이, ‘어디

에’ 설치되는가에 집중한다면 장소의 맥락이 문제의 초점이 된다. 여기에

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갈등 요인 4가지를 다룬다.

(1) 기술적 위해

이 요인은 기술에 내재한 위해성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 기술에 대한

정보결핍 때문에 반대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은 대중들의 반

대이유로서 재생에너지 기술이 가지는 실제적 특징과 함께 상징적 특징

을 지목한다.

실제적 특징에 대한 우려로 초기 연구들은 풍력발전에서 터빈의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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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경관문제 해결을 연구하였다(Devine-Wright and Howes, 2010).

Henningsson과 그의 동료들은 터빈의 일정한 소음이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중들 역시 오랜 시간에 노출되었을 때의 ‘진동 음향

질병’이나 ‘풍력발전 현상’, 그리고 청각의 손상을 두려워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이러한 신념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Henningsson, Jönsson et al., 2012; Ranke, 2014). Simon(1996)은 영국

풍력에너지 협회 차원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님비현상은 풍력에 대해 지

식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고 분석하였다. 따

라서 정보의 수준이 증가하면 풍력발전에 대한 대중 수용성이 높아질 것

이라 보았다. 이에 따라 1990대 산업계나 매체들은 ‘대중 인지’를 타겟으

로 기술이 가지는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Devine-Wright, 2010). 한편, Wolsink and Sprengers(1993)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소음을 문제시 하고 있지 않았는데, 소음에는 부정적이나

곧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풍력발전이 환경적으로 긍정적인가를 판단하는 개인차원의 기준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터빈에 대한 미적 가치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달

려있다(Wolsink, 2000). 경관은 기술과 동반된다는 점에서 기술적 위해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 Khan(2003)은 경관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때, 가장 많은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

적 영향에 대한 독특한 특성은 측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2) 참여와 보상

이 요인은 대중들이 참여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점을 설

명한다. 이 ‘참여’가 어떤 의미의 ‘참여’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연

구와 주장들이 있다. 사전 정보제공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향식 의사결정

이 아닌 것을 지칭하기도 하고, 개인이 아닌 집합적 대중의 참여를 의미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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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sink(Wüstenhagen & Wolsink & Bürer, 2007; Wolsink, 1994)는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과정에서 대중들의 반발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DAD(Decision-and-Denounce)모델의 하향식 의사결정과정이라

고 주장한다. 그는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풍력발전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닌 발전사업자들을 주로 반대한다고 결론지었다. 종종

지역주민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며, 이들 중 몇몇은 디벨로퍼, 관

료, 정치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는 주민 수용성의 특정 요소는 시간적 차원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주민수용성이 개발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는 높고, 부지 선정단계에서는

낮아지며, 발전시설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는 수용성이 높아진다. 또한 해

결책으로서 ‘의미 있는 참여’를 주장하였다. 이는 이해관계자로의 편입을

의미하는데, 이렇듯 참여의 방식은 이익공유와 함께 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이기적 개인을 상정하는 공공갈등이론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도 있고, 분배의 공정성과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가치(Walker and

Devine-Wright, 2008)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대중들은 자신과 근접한 시설에 대해 경제적 가치와 삶의 질이 훼손된

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들은 자기 개인적 손실에만 민감하며 사실관계에

무지한 감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Devine-Wright, 2010). Bosley and Bosley(1988)는 환경적 논쟁이 실재

로 나오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험이 이익보다 클 때 환경적 관심사가 높아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후

차적인 논쟁지점일 뿐, 반대하기에 좋은 명분을 주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다.

영국, 네덜란드 등 정부에서는 주변 대중들을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로

참여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과제의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이익공유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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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기금 : 공동체의 프로젝트 또는 지방세 차원에 대한 기금 제공

2. 지역 (공동)소유권 : 프로젝트의 주식을 지역에 제공하거나 판매

3. 보상 : 가능한 피해에 대해 보상

4. 현물급부 : 공동체가 향상될 요소 제공

5. 지역고용 : 개발, 건설, 운영에서의 고용

6. 에너지가격 인하 : 할인 된 가격으로 직접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음

7. 간접적 사회편익 : 명성, 에코투어리즘, 지식 등 다른 혜택

<Benefit Sharing Mechanisms in Renewable Energy> (REshare, 2011)

입지갈등을 규정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방식을 선택할 것인

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Bell et al(2005)은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뇌

물이라고 상징적으로 간주되는 경우 대중들의 반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Walker and Devine-Wright(2008)는

토지사용계획 참여나 공동체 복리후생제도에의 보상 등을 통해 공동체에

너지로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3) 장소

Devine-Wright에 따르면 장소개념은 장소애착, 장소정체성, 장소감 등

주관적 측면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입지(site)’ 관점과 대비된다. 또한 이

러한 주관성과 감정은 종종 나의 집뿐만이 아닌 자연환경 일반으로 확대

된다는 점에서 ‘뒷마당(backyard)’과도 대비된다. 장소를 하나의 반대요

소로 보는 것은 환경심리학과 인문지리학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거리를

좁힌 결과로 파생된 새로운 고려지점이다.

Vorkinn and Riese(2001)는 노르웨이의 수력발전 사업에 대한 대중 신

념을 설명하는데 장소애착이 중요함을 보였다. 지역주민들은 영향 받는

주변에 더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 애착을 갖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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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였다. Kempton et al(2005)는 미국 연안 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주

민의 반대가 바다에 대한 독특한 신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지역주민들은 해당 연안이 ‘자연적으로, 사람의 방해에서 자유롭게, 특별

한 공간으로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기반한 해결책은 우선적으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장소에 대한 현재의 감정적 연결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접

근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소애착, 장소정체성, 장소 파괴의

두려움은 중심적인 요소이다(Devine-Wright, 2009)

2) 국내 재생에너지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국내에서는 주로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녹

색연합은 2010년 「지역주민과 환경을 고려한 재생가능에너지 입지가이

드 라인」을 발간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의 현황과 입지유형, 갈등

유형을 검토하고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7가지 방안을 제안

하였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원칙과 기준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기 위해 환경훼손 논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015년, 2016년 각각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에서의 갈등과 해결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5년에는 에너

지자립 녹색마을 사례와 대규모 풍력단지 사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관

점에서 갈등을 진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갈등 진단과 해결을 위한 틀을

검토하였다. 갈등 해결을 위해 기술-환경적 해결방안, 시민 참여적 접근

방안, 이익 공유적 접근 방안을 검토하였다.

2016년에는 영월 태양광발전단지와 장수 풍력발전 개발사업 사례를 중

심으로 갈등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위해 사회공간

적 이해와 관계론적 이해 접근 방법을 검토하였다. 갈등 및 반대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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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서 재생에너지 갈등을 협력으로 변화시킬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갈등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장창석·김선

경(2017)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입지갈등을 비

선호시설의 특성을 갖는다고 보고, 서천군의 태양광 갈등 사례의 이해관

계자 및 지역 주민들이 갖는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였다. Q방법론 분

석결과 부정적 우려형, 정부주도의 문제해결 촉구형, 적극적 참여 주도

형, 그리고 실리적 타협형의 4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우선, 이 연구는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에서 독특성을 가진다. 국내에

서는 장소애착이론이 활발히 사용된 적이 없으며 특히 국내 입지갈등에

서의 분석틀로 사용된 적이 없다. 또한 분석을 위해 참여관찰과 현장수

집을 중심으로 한 민속지적 연구를 충분히 사용하였다. 이는 현재 에너

지전환이 본격화되는 지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내 현장 문제에 대해 실

천적 질문들을 던지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장소애착이론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차용했다는 점도 기존 국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보

인다.

연구대상에서도 국내 연구들이 대규모 시설들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적

으로 다루었던 점과도 대비된다(한재각 외, 2016; 이정필 외, 2015; 녹색

연합, 2010). 그러나 기존 대형 시설은 일반적 개발사업의 구도인 자본

대 주민간의 싸움으로 단순화될 여지가 있어, 태양광 시설에서의 특징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풍력, 조력,

태양광 재생에너지시설을 통합적으로 다루거나, 주변 영향이 분명한 풍

력발전과 바이오매스발전에 집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태양광발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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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태양광 갈등을 단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데, 이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까지 전국적으로 반

대가 심한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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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및 연구 모식도

1. 연구방법

1) 다중사례연구

Yin(2016)에 따르면 연구문제가 실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우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례연구는 연구문제가 특정

사회현상을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기술해야 하는 경우 효과적인 연구방

법이다. 그 중 다중사례연구는 동일한 연구 내에 두 개 이상의 사례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중사례연구는 일반적으로 단일사례연구보다 설득력

있으며 따라서 더 공고한 연구로 인정된다(Herriot & Firestone, 1983).

다중사례연구는 복수의 실험을 행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파악된다. 같

은 결과를 예측하는지 보기 위하여(단순반복연구), 다른 조건에서 상반

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이론적 반복연구) 각각의 사례가 설계될 수

있다.

Yin이 제시한 사례연구의 증거를 분석하기 위한 전략은 4가지로 이론

적 명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 자료에 대한 심층적(ground up) 분석 전

략, 사례를 기술하기 위한 체계구성 전략, 경쟁설명 사용 전략이 있다.

이 연구는 이 4가지 분석전략을 혼합적으로 사용한 질적연구이다. 이론

적 명제를 바탕으로 하되,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보다 중요

하게 여겨 이론적 분석틀은 사례 기술을 위한 체계로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틀 자체에 경쟁가설들을 포함시켜 증거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가설보다는 정황과 인과관계, 결과와 연관성 등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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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포함된 설명이 연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경쟁설명은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증거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장소애착 관점 외에도 경쟁설명인 정보

결핍모형이나 님비주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Lijphart의 경험적 사례연구 분류 중 해석적

사례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이론의 확립보다는 사례 자체에 대해 초

점이 있지만,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이미 논의된 이론에 기초하여 설명하

기 때문이다(Lijphart, 1971: 691-693; 이영철, 2006).

2) 자료 수집 및 코딩

(1) 문헌연구

옥천군 및 충청북도의 일반적인 현황 및 태양광 사업에 관한 온라인기

록을 수집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분석은 초반 면접지 작성과 중

반 대조질문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사한 갈등사례들에 대한

언론의 평가와 태도는 주민들의 반대근거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수

적이다.

태양광 발전을 지지하는 언론인 에너지신문, 솔라투데이 등의 언론사

에서는 갈등사례를 다룰 때 ‘장애물’, ‘(과도한) 규제’, ‘민원 난립’, ‘님비

현상’, ‘걸림돌’, ‘발전 저해’, ‘묻지마 민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부정

적인 시선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보다 지역 및 농민들의 입장을 대

변하는 옥천신문, 한국농정 등의 언론사에서는 기사에서 ‘태양광 시설 난

립’, ‘투쟁’, ‘침해’, ‘논란’, ‘공유지’, ‘방치’, ‘불편’, ‘부작용’, ‘난개발’, ‘악용’,

‘마을주권’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현재 반대행위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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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조사

① 표집방식

표집에 사용한 방식은 1차적으로는 눈덩이 굴리기 표집으로, 한 사람

의 대상자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다른 대상자 소개를 요청하는 방식이

다. 이는 태양광 갈등에 대한 갈등구조, 반대근거, 대중적·학술적 평가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탐색적 연구를 하기에 용이하다.

이 방식은 대상자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표

집 방법에 비하여 편중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약

15개의 갈등사례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2차적으로는 수집된 사례에서 의도적 표집을 진행하였다. 사전연구를

검토한 결과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알려진 것은 ‘외지인에 대한 산지

개발 사례’였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A면’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현상과 명확한 대조점을 가지는 갈등사례들을 추가로 선정하

였다. 사업주가 ‘외지인’이 아닌 마을 주민이 설치한 ‘B리’ 사례와, 농어

촌공사가 설치한 ‘C리’ 사례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갈등 주체에 마

을이 역할을 하지 않는 사례로서 사업자 대 사업자의 갈등사례인 ‘D리’

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쟁명제가 존재할 수 있는 4개의

갈등사례를 선정한 후 상세히 조사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눈덩이

굴리기 표집과 의도적 표집과정은 다중사례연구에서의 반복연구를 가능

하게 하는 표집 방식이다.

② 사례별 연구참여자 인원수 산정

예비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농촌공동체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가구

수를 마을 당 20~30호로 추정하였다. 태양광 시설 입지를 인지하고 반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규모 역시 유사할 것이라 보고 한 마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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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내용 질문 예시

1. WARMING

UP

자기

소개

- 연구자 소개, 연구 취지 소개

- 라포 형성 / 공평한 발언권 안내 (FGI)

- 자기 소개 및 마을 현황 소개

2. 갈등 사례
반대행동

양상

- 사업주와 설치업자 : 역할, 노력

- 이장 : 역할, 노력

- 주민들 : 반응, 구체적 행위, 구체적인 말

- 군(공무원) : 역할, 노력

최소 3명을 적절한 연구참여자 인원 목표로 산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인

원수 산정에는 박경철(2014)과 주연·김도균(2011)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③ 면접 방식

면접지 구성은 주관성 연구에서 내용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틀은 주민들의 의견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 재생에

너지 입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찬성 및 반대 태도를 분석한 선행연구

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평소 생각하던 것

을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인 Free Assosiation Task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Devine-Wright, 2010). 이 연구에서도 기본 면접지(표1)는 이론적

배경에 대한 가설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연구참여자가 평

소에 생각하던 이야기를 편하고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언론보도 내용 및 예비연구를 통해 다듬어 작성하였으며, 면접대상

에 따라 면접 횟수와 시간은 상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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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 이유
반대

이유

- 마을 정체성 (역사성, 앞으로의 발전비전)

- 경제적 이유 (지가, 경관, 현재 경제상황)

- 농업적 이유 (작물에 대한 영향)

- 건강적 이유 (전자파 등, 정보 얻는 경로)

- 참여권리 침해 (평소 마을운영방식, 침해정도 체

감 수준)

- 환경적 이유 (태양광과 환경/기후변화 대응 관련

성)

- 불신 (국가 정책 등, 유사한 불신경험)

4. 정부 및 다른

사람들의 견해

에 대한 입장

경쟁

명제

검토

다음의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외지인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하는 것이다.

- 지가 등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

- 집단행동을 통한 보상을 받기 위함이다.

- 정보도 없이 반대하는 것이다.

5. 우선순위
우선순위

확인

-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규정 및 평가(논의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대이유는 무엇인지?)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6. 향후 전망

앞으로의

활동/해

결 방안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이익공유, 참여보장 등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

가?

- 어떻게 했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

- 갈등화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

7. WARP UP - 향후 연구 진행 방식 설명

표 1 기본 면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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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연구참여자

사례
소속

면
주 연구참여자 추가 연구참여자4)

답사 및

현장관찰

사례

A
A

A면

이장협의회장

A면 소재 E 까페 운영자,

D’면 이장협의회장 F

태양광

예정지

주변·산 답사

사례 B B’ B리 이장

마을주민 G 부부, 마을주민

H그룹(3인), 설치 주민 I부부,

마을 내 7년 전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D’면 J리 이장

장소 답사

④ 연구자료 수집 방식

반대근거 분석에서 연구참여자에 따른 개인차가 있어 이를 농촌공동체

하나의 견해로 좁히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우선 이장은 마을의 오피

니언리더로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박경철, 2014)이기 때문에 기

본적으로 이장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한편 소수 인물의 인터뷰내용에

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마을, 마을회관, 경로당, 연구참여자의

집 등의 장소에서 심층면접 및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

일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가능한 다양한 증거자료들 간의 삼각검증

을 실시하여 구성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관련 이해관계자로서 태양광사업 허가주체와 언론인, 타 지역 이

장, 귀농모임 회원 등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현재 기술되고 있는 사건

들과 주장들이 얼마나 일반성을 띄는지, 태양광사업만의 특성이 무엇인

지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반대주민들과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해 총 20번

의 DI 및 FGI 자리가 있었으며, 장소답사와 현장관찰은 9번 진행하였다.

연구에는 총 38명이 참여하였으며, 인터뷰 자리에 따라 코딩번호를 부여

4) 추가 연구참여자는 해당사례에 대해 주로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다른 갈

등사례 및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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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C C’

반대협의회

(C리 이장 1인

및 개발위원

3인)

경로당 C리 마을주민 K그룹

(6인), C’면 군의원 출마

예정자 L, C’면 M리 이장

장소 답사,

집회

참여관찰

사례 D D’
D리 복지시설

운영자
농민활동가 N그룹 (5인) 장소 답사

관련 이해관계자

연구참

여자
특징 CODE

면접

인원
주요 조사내용

귀농청

년모임

회원

전남 함평, 경북 안동으

로 최근 귀농귀촌

O 1 ,

O2
2명

농촌 일반에 대해 귀농인들

이 공유하는 정보(권역별 귀

농학교 참가경험, 자신의귀농

경험 등)

경북

영천
P리 이장 P1 1명

옥천과 대비되는 대조질문

구성, 일반성과 지역적 차이

점 발견

옥천신

문

사회부 기자, 편집장,

정치부 기자

Q 1 ,

Q 2 ,

Q3

3명

지역언론사 역할 명확화, 지

역 관점으로 본 갈등에 대한

평가 (지역토론회 1회 참여

관찰, 인터뷰 총 4회)

옥천군 경제정책실 공무원 R1 1명
전기사업허가과정과 허가주

체로서의 개인적 생각

옥천군 도시건축과 공무원 S1 1명
개발행위허가과정과 허가주

체로서의 개인적 생각

도시계

획위원

회

2017년도 군도시계획위

원회 심의위원
T1 1명

허가 심의주체로서의 생각,

태양광 사업 심의과정에서의

특징

표 2 연구참여자 및 주요 조사내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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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표2).

(3) 현지자료 코딩

분석을 위해 모든 심층면담과 현장자료를 전사하여 초기부호화하였다.

초기부호화(개방코딩)는 많은 자료를 분석을 위해 처리하기 위한 사전

부호화 작업이다. 필요에 따라 현장부호화, 과정부호화를 진행하였다. 반

대근거에 대한 분석은 부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므로 감정부호화와 가치부호화 역시 중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되

었다.

2. 연구 모식도

1) 연구 분석틀

연구분석틀에 앞서 우선 문헌조사와 예비연구를 참조하여 반대근거 요

인 분석틀을 명료화 하였다. 특히 ‘참여’와 ‘보상’은 각각 해결 프레임워

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선행연구를 종

합하였을 때 함께가는 성격이 있으므로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자 하였다.

분석틀을 수정·보완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략으로 장소애착이론에 대한

경쟁명제 검토과정이 반영되었다. 대표적인 경쟁명제로 산자부의 가이드

라인 지침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재구성한 반대근거 요인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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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근거 요인

기술적 속성 참여와 보상 장소

- 태양광 발전시설의 기

술적 위해성

- 오정보의 유통

- 태양광 발전시설의 면

적과 경관

- 현 태양광 설치(갈등)

에 참여하게 된 과정

- 피해의 구체적 내용

- 참여와 보상의 의미와

필요성

- 장소에 대한 인식

-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 장소변화가 주는 구체

적 영향

장소애착과의 맥락적 접점 발견

표 3 반대근거 요인의 분석틀

연구분석틀은 이러한 알려진 태양광 입지반대 근거들이 어떻게 장소애

착과 맥락을 맺는지를 보고자 하였다(그림1). 장소애착의 3가지 맥락이

반대근거와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해결에의 함의를 도

출한다.

이를 위해 Raymond, et. al..(2010)의 삼각모형을 활용하였다. 잘 알려

진 Scannell & Gifford(2010)의 모형과 달리 심리학적 과정에 비해 주변

맥락들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전 연구에서 농촌의 지주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사하게 쓰인 점이 있다. 다만 한국의 농촌사회에서

개인적 맥락이 공동체 맥락과 크게 분리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개인

적 맥락(personal context)은 주로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이라는 잘 알

려진 층위로 파악하였다. 공동체 맥락(community context)은 공유한 역

사, 자치와 소속감, 경제적 관심, 정치적 관심으로, 자연적 맥락(natual

context)는 자연으로부터의 자아감, 자연경험과 경관, 환경적 가치로 유

목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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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분석틀

2) 연구 흐름도

연구설계 초기 단계에서는 문헌검토와 예비조사를 하였다. 문헌조사로

는 정책적 맥락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공통적인 부분과 차별 지점들

을 고려하여 요인 분석틀에 반영하였다. 예비조사로는 본조사에 들어가

기 전 파일럿인터뷰를 2회 진행하여 요인 분석틀 및 자료수집 프로토콜

설계에 반영하였다. 분석틀을 설정한 다음 단계에서는 사례를 선정하고

심층면담과 참여관찰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별적인 사례들이 모여

서 전체적인 사례연구를 구성하며, 사례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증

거들을 하나의 결과로 수렴시켰다. 개별적인 사례에서 도출된 결론들은

다른 사례들로 반복연구를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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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갈등사례 분석에서는 개별 사례들과 다중사례의 결과 각각을, 반대근

거 분석에서는 다중사례의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내용에 반영하였다.

도표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피드백의 연결고리 선은 개별적인 사례연구

들 각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연구자가 연구설계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연구의 결

과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발견을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설계를 지

속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Yin, 2016). 그림3은 이를 표현하

고 있다.

그림 2 연구흐름도 - Yin(2016)의 내용을 이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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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갈등사례 분석

1. 맥락

1) 옥천군 현황

옥천군은 2018년 2월말 기준 51,766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65세 이

상 노인인구는 총 13,761명으로 전체 인구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옥

천군은 1읍 8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리와 법정리는 각각 220개와

125개이고, 자연마을은 375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15년). 농업종사인

구는 2015년 기준 10,885명이다.

옥천군에서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100여건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나고 있다. 최근 3년간 100㎾이하의 시설은 295개가 허가되고 159개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00㎾초과 3000㎾미만의 시설은 53개가 허가되고

12개가 사업진행중인 상태이다. 옥천군에는 산자부가 심의하는 3000㎾초

과의 발전시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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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별
100㎾이하

(군 허가사항)

100㎾초과 ~ 3000㎾이하

(도 허가사항)

상태 허가완료 공사완료 허가완료 사업진행

옥천읍 44 33 8 2

동이면 37 21 8 4

안남면 6 6 3 1

안내면 42 19 3 1

청성면 22 16 6 0

청산면 61 37 13 3

이원면 50 18 10 1

군서면 2 2 1 0

군북면 31 7 1 0

소계 295 159 53 12

표 4 옥천군 읍·면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공사완료 건 수 (2014.1.1. ~

2017.11.29. 기준) (옥천신문,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허가 현황’)

2) 태양광 발전사업 정책

(1) 정부 정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기

술로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확대 보급에 막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 정

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

획과 농지법 개정입법 예고로 농촌태양광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정책적 방향 역시 태양광 시설이 농촌으로 입지하기에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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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5대 지목(전, 답,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에서

의 설치에 적용되었던 0.7배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폐지되거나5), 농

업인 가산점 제도, 농지규제 완화 등의 최근 정책변화가 그러하다.

태양광시설의 입지과정은 크게 산자부와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의 관

할 하에 있다. 산자부에서는 전기사업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증을 발급

하며.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울 통해 개발행위허가

를 담당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

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특히 토지를 이용하는 태양광시설은 반드시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법상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되며, 토지의

형질변경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독주택과 같은 근린시설이 아니

기 때문에 시군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점점 더 많은 지자체가 태양광시설 이격거리6)를 설정하자, 산자부는

2017년 3월 ‘지자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

운영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지

5) 임야에 적용되던 REC 가중치는 0.7이었으나, 2014년 개정으로 소규모나 중규모는 각

각 1.2, 1.0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 5월 18일 RPS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산업부는

2018년 6월 고시개정을 통해 임야 REC 가중치를 다시 0.7로 부여하겠다는 조정안을 발

표하였다. RPS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담당한 측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환경·주민수용성

등 정책수용성을 적극 고려'하였다고 REC가중치 개정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산

림훼손 우려 및 주민반대가 심한 임야는 다른 부지 대비 개발 자체를 후순위로 둬야 한

다'고도 덧붙였다(이투뉴스, 2018.5.19.). 이에 대해 업계는 전면 반발하며 궐기를 하고 나

섰다(인더스트리뉴스, 2018.5.30.). 이 연구는 주로 2018년 1월~3월 사이에 연구참여자들

에 대한 면담을 하였다. 한편, 정책이 바뀌더라도 유예기간(고시후 6개월)과 허가기간(허

가 후 3년, 최대 10년 연장가능) 등을 고려하면 기존 정책이 현장에서 영향을 줄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6)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산물로 지자체들은 도로 및 주거지역에서의 이격거

리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제정하였다. 최초의 이격거리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제정한 “전

라남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처리지침”으로 알려져있다. 이후 이격거리 조례는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이에 관한 경과와 논의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보고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서의 갈등과 해결 방안 연구>(이정필·한재각·조보영(2015)에서 자세히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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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발송하였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주민들의 반대근거는 빛 반사, 전자

파, 온도상승, 환경오염과 같은 과학적․기술적 위해성의 문제, 주민참여

부족으로 인한 혜택공유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혜택공유를 위해, 농민들

이 참여할 경우 지원을 해주는 방식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 ‘농촌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자는 2017년 286명에 불과하였으

며, 이 중 181명이 인허가를 받지 못해 105명만 설치가 가능했다. 인허가

를 받지 못한 181명 중 73명은 지자체 이격거리 위반에 의한 것이었다

(농민신문).

(2) 충청북도 정책

충청북도는 2010년부터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였으

며, 청주, 충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2011년 4월

전국 최초의 광역형 태양광산업 특구로 지정받았다. 2013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태양광 부품소재산업용지 특화

분양, 태양광 부품소재 공장설립, 신재생에너지 체험홍보관 운영 등을 지

원한다는 내용이다. 2017년 4월에는 농촌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 역시

충청북도에서 진행되었다.

충청북도에서는 2016년 6월 태양광 시설 건설에 따른 민원예방과 난개

발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태양광관련 설치기준을 마련토

록 시 군에 시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 관계자는 “아무리 친

환경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이라도 수려한 경관과 산림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어울리지 못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다. 도에서는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시행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후,

2017년 3월과 10월 시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 규제를

산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할 것

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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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천군 정책

옥천군에서는 충청북도에서 태양광 설치기준 마련 권고를 받아 2016년

10월 옥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도로

(도로구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금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

선거리 300미터 이내 금지’,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금지’ 등이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폐지 및 완화를 주

문하자, 2017년 11월 훈령을 통해 ‘주요도로(도로구역)에서 직선거리 100

미터 금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금지’,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단, 세대주 전체 동의 받은

경우 가능’ 등의 내용으로 일부개정지침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최

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하였고, 현재도 2016년 10월 제정된 운영지침에 따

라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있다.

3)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현행법상으로 사업주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허가와 개발

행위허가 2가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전기사업허가는 발전용량에 따

라 허가 주체가 산자부와 광역시·도로 나뉜다. 3000㎾를 초과할 때에는

산자부에서 허가하며, 그 이하는 광역시·도에서 허가하게 되는데, 그 일

부를 기초지자체로 위임할 수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는 100㎾ 이하의 경

우만 기초지자체가 허가하도록 되어있다. 시설 발전량이 100㎾이상인 경

우 환경영향평가나 사업자등록 등 허가과정은 더 까다로워진다.

옥천군의 경우 전기사업허가는 옥천군청 경제정책실에서, 개발행위허

가는 옥천군청 토지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분리되어 있다. 특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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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옥천군의 경우는 전기사업허가를 얻어도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못하면

전기사업허가도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허가 사이의 연

계성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주가 이에 문제제기하

여 행정심판 등 소송을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옥천군은 두 허가과정

을 분리한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다.

우선 신청이 들어오고 전기사업허가가 이루어지면 개발행위허가 과정

을 거치게 된다. 대부분 갈등이 발생하는 곳은 개발행위허가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도시건축과에서는 관련부서 및 기관 9~10개에 공문을 보내

관련법 검토를 하도록 요청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심의과정은 법적으로는 허가과정에서의 ‘참조’

사항이긴 하지만, 허가, 부결, 조건부수용의 결정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는 편이다.

군도시계획위원회는 옥천군 군계획 조례 제6장에 따라 운영된다. 구성

원은 박사, 기술사, 교수, 관련분야 공무원 경력 등 그에 준하는 군민으

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

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를 토대로 심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전 도시

계획위원에 따르면 최근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자율

적인 활동은 제한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군 지역에서는 다수의 전문

가를 인원수에 맞추어 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한편, 현재 옥천군의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운영지침은 2016년 10월

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업주들은 이격거리 적

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 허가는 3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예컨대, 사례 B의 경우에도 2015년 3월경에 허가를 받았

기 때문에, 2018년 3월이 되기 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2017년 겨울에

시공을 하였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2026년 3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이격거리 운영지침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의 ‘잠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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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입지 산지 밭
저수지

(수상태양광)
산지

입지장소

의

원래용도

등산로 등 배 밭 농업용저수지 미이용

면적 26,886㎡ 1,320㎡ 24,800㎡ 7,920㎡

설치용량

1,590.72㎾

(995.52㎾+198

.4㎾*3개)

60㎾ 2,007.36㎾ 496㎾

존재하며, 민가나 도로와 인접한 곳에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다.

2. 갈등사례 개요

1) 사례 개요

갈등사례로서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발생한 갈등 중 4가지를 표집하였

다. 옥천군과 충청북도에서 심의하는, 즉, 3000㎾이하인 태양광 시설 중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갈등이 확인되는 4건의 갈등사례를

선정하였다. 설치용량은 60㎾에서 2,007.36㎾까지이며, 설치면적은 1,320

㎡에서 26,886㎡까지이다. 주요한 특성은 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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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관계
사유지

사유지 (원래

자기소유)

원래

공사소유

사유지 (갈등

6개월 전 현

사업주가

매입)

결과
개발허가행위

부결

최종 허가

및 준공완료

개발허가행위

부결

발전사업허가

부결

사업주 외지인 마을주민 농어촌공사 외지인

주요

반대주체

면

이장협의회

(18개 리

연합)

대책위원회,

마을주민

초기 1개 리

à

반대협의회

(28개 리

연합체)

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이장의

역할

적극적

단결도모

반대의사를

지닌

갈등 중재자

방관 à 

(이장교체후)

적극적

단결도모

참여하지

않음

이전

갈등경험

면 단위 :

유역청과의

갈등

리 단위 :

없음

리 단위 :

없음

면 단위 :

공장입지

반대

리 단위 :

없음

없음

표 5 4가지 사례의 주요 특성

2) 사례별 특징

사례별 특징에서는 해당 장소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

갈등과정에서의 특이점을 설명한다. 갈등전개방식은 ‘갈등의 5단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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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특정 시간대에서 갈등의 강도가 강화되고 약화되는 과정을 분석

하였다. 이는 갈등의 패턴을 구별하거나 향후 해결전략 수립을 모색하기

위한 분석방식이다(구도완 외, 2005: 103). 굵은 글씨로 처리한 것은 갈

등 전개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되는 사건들이다.

(1) 사례 A

그림 3 사례 A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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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갈등 전

단계

○ 어느 날 산 중간이 벌목됨

○ 주민들은 다른 나무로 대체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함

○ 태양광개발을 한다는 소문이 나서 군청에 알아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벌목이 태양광 시설 설치과정임을 인지함

2단계

대치 국면

○ 면 차원의 즉각적인 반대의사를 표명

○ 군청 항의방문과 민원을 진행함

사례 A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외지인에 의한 산지개발 사례이다. 해당

산은 A면 한 가운데 있는 가파른 산이며 주변에 2차선 도로가 산의 굴

곡을 따라 둘러져 있다. 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산에 설치될 태양광

시설을 마주보는 1개리뿐 아니라 면 전체가 반대 입장과 행동을 취하고

있다.

주민들의 가장 큰 반대근거는 이 산이 ‘지역의 영산’이라는 점이다. 이

지역에는 지금도 도로 및 철로가 다수 지나가고 있는데, A면 이장협의

회장의 말에 따르면, 수백년 전부터 관문 지역으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봉화대, 성터, 인공연못 등 산성 유적들이 남아 있으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역사적 흔적도 남아있다. 그러나 이것이 군이나 도에 등록되는

등 제도적 보호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다. A면 지역은 대전과도 교통이

좋아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편이다.

그 동안 산은 개인 사유지이지만 면 이장협의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관

리하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등산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산을

둘러싸고 A면은 마을들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산과 함께 대청호 등과

연계하여 카페나 음식점, 체험마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 및 마을들

도 있다. A면 이장협의회에서는 이 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자연을 보존하여 마을의 ‘자랑거리’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A의 갈등전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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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위기 국면

○ 반대의견이 높아지자 12월 시공업자는 설명회를 진행.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참가하였으나, 설명회는 무산되고 반대

를 강화시킴

4단계

결말국면

○ 1월 군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사업지 인근 도로 주거지

역에 대한 경관 피해 대책이 미흡한 점, 대규모 사업장에 비

해 재해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점, 산 주변 훼손에

따른 경관저해와 등산로 보존 방안이 미흡한 점’을 이유로 부

결됨

5단계

갈등 이후

단계

○ 주민들은 향후 반대행동 의사 가진 채로 갈등은 일단락

○ 사업주가 항의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

○ 반대주민들은 사유지를 군이 매입하여 보존 관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표 6 사례 A의 갈등전개

(2) 사례 B

그림 4 사례B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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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는 마을주민에 의한 설치와 그 갈등사례이다. 사업주는 B리에

서 태어나 객지생활을 하다가 약 35년 전에 귀향하였다. 농사를 지으며

전기사업 관련 회사를 다녔으며 현재는 퇴직한 상태이다. 사업주는 마을

이장을 해보았을 정도로 전형적인 공동체구성원이었다.

사업주는 자신의 창고 위에 50㎾의 발전사업을 하다가 수익성이 괜찮

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소유의 배 밭에 약 60㎾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기존에는 친환경 배 농사를 지었지만, 지속할 수익을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밭은 약 20여 가구가 모여 있는 마을의 가

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사업주는 이렇게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다며, 마을

주민들에게 서운해하기도 하였다. 자신은 태양광 시설이 강의 경관을 가

릴 것을 걱정하여 건물 위 가중치를 포기하고 얕게 지었다. 또, 일정기간

이 지나고나서 떼서 옮기기 위해 큰 돈을 들여 파일 시공을 하였다. 이

를 마을 총회에서 마을 사람들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즉

각 철거를 요구하며 봉합되던 갈등은 주민간의 개인적 다툼으로 이어졌

다.

  “그리고 만약에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건, 저렇게 민원 들어올 거 같으면 집을 

지어서 만들걸. 그 대신에 강을 가리는 거지만. 근데 내 양심상, 강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낮게) 낮춘거지, 집을 안 지어서. 건물을 하면 1.5배가 

발전단가 나오고 그냥 하면 1.2배인데. 건물 지어서 하는 게 훨씬 나은데. 땅도 

반 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도 내 양심상.. 근데 그걸 몰라주더라고.”(I1, 사례 B 

사업주)

사례 B의 갈등전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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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갈등

전

단계

○ 오래 전부터 사업주는 발전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었음

○ 허가과정에서도 주변 주민들에게 태양광사업을 권유함

○ 이장 및 주민들은 부정적으로 보며 하지 말 것을 권유함

○ 사업주는 주민동의가 필요 없던 2015년 허가과정을 완료함

2단계

대치

국면

○ 시공업자가 2017년 말 착공에 들어감

○ 부동산 업자가 와서 땅값 떨어진다는 소문을 내며 갈등상

황이 시작됨

○ 일부 주민(2명)은 반대위원회를 결성

○ 이장 및 주민 전원이 반대서명 동참

3단계

위기

국면

○ 군청 직원 담당자, 산업팀장, 사무관, 면장, 주민천제가 마

을회관에서 회의를 진행

○ 사업주가 5년 뒤에 태양광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공증하겠다고 약속

○ 일부 반대위원회 주민들이 ‘즉각 철거’를 요구하면서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됨

4단계

결말국

면

○ 사업주도 강경하게 나가기 위해 개개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포함

○ 갈등이 지속되며 마을 내 개인 간 갈등으로 전환

○ 그 이후 주민들은 갈등 상황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한편으로

는 찬성서명을 해주지는 않음

5단계

갈등

이후

단계

○ 완공

○ 마을 내 관계 악화

표 7 사례 B의 갈등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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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C

그림 5 사례 C 지역

사례 C는 농어촌공사에 의한 농업용저수지 수상태양광 개발 갈등사례

이다. 저수지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최근 각광받고 있다. 유지의 수면

에 설치하는 경우 1.5배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받을 수 있으며, 입지 갈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사례 C 갈등은 저수지를 둘



- 46 -

1단계

갈등

전

단계

○ 2017년 2월 도 전기사업 인허가를 취득함

○ 아랫마을에 2017년 4월과 9월 설명회를 함

○ (전) C리 이장은 아랫마을 이장이 전화를 해서 알게 되어 혼

자 설명회에 참석해보게 됨

○ 그 후로 주민들이 문의했으나 (전) C리 이장은 무관심했음

2단계

대치

국면

○ 2017년 말 태양광 시설 설치에 관한 언론보도는 마을 사람들

의 수상태양광에 대한 걱정을 분노로 전환시킴

○ C리에서 새로운 이장이 선출 다음날 개발위원 9인 추풍령

저수지 답사

○ 답사 즉시 바로 반대의사 개진시작

○ 농어촌공사 및 군청 항의방문

러싼 마을들에서 반대가 시작되며 해당 면 전체로 확산되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 저수지는 노출된 형태를 띄고 있어 낚시꾼들도 많

이 오고 차들도 많이 다니는 편이다. 맨 처음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마을

은 마을 형태가 이 저수지를 바라보고 있어 경관이 좋은 마을 중 하나

다. 주민들은 좋은 경관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마

을에 귀촌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관이 파괴되면 귀촌인구가 끊겨 마

을이 타격을 입을 것을 가장 우려하였다. 한편, 해당 저수지 자체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지 않고 특히 배수를 하지 않아

4~5급수 판정을 받고 있어 친환경 농업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 C의 갈등전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47 -

3단계

위기

국면

○ 10일만에 이장협의회 등을 통해 반대참여 마을 결집, 면

전체로 확대

○ 서명운동을 진행, 주민 800여명의 반대 탄원서를 7곳의 관계

부처에 넣음

○ 2018년 1월 농어촌공사는 새로 설명회를 했고 60여명 참

가, 반대 및 항의로 인해 설명회 무산

○ 2월 초 18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

4단계

결말국

면

○ 금강유역환경청은 1월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군

에 통보 - 수질오염과 안전 대책에 대한 세부적 설명 보완요구

(*농림지역이라 해당사항임. 농어촌공사는 5월 중 보완제출할 것

으로 예정)

○ 3월 반대주민들과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간담회

5단계

갈등

이후

단계

○ 농어촌공사가 사업추진 방침을 유지하면서 주민의견 듣겠다

는 입장으로 갈등의 발전 없이 대치가 지속

○ 주민들은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

표 8 사례 C 갈등전개

(4) 사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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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례D

사례 D는 복지시설 운영사업자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간 갈등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소속 마을, 즉 이장 및 농촌공동체 구성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태양광 시설을 반대한 복지시설 운영자는 옥천에서 태

어나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고향으로 온 지역주민이다. 많은 가족과

친척들도 옥천군에 거주하고 있다. 이 복지시설 운영자에 따르면, ‘도 조

례에 따른 동의과정에서 동의주체에 해당되는 곳’이 이 복지시설뿐이었

다고 한다.

현재 복지시설이 위치한 토지는 원래 도로에 연결되어있지 않은 맹지

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진입로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가 복지시설의 취지에 동의하여 도로로 사용할 것에 동의

를 해주었다. 이에 따라 복지시설 운영자는 도로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립할 수 있었다.

2017년 여름 토지주가 변경되고, 갈등은 2018년 1월에 벌어졌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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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갈등 전

단계

○ 2017년 여름 토지주 변경

○ 2018년 1월 초 시공업자가 태양광 시설 건립 동의를 전

제로 진입로 매입을 제안

2단계

대치 국면

○ 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태양광 시설을 반대하

므로 동의 및 매입을 할 수 없다고 알림

3단계

위기 국면

○ 1월 중순 시공업자가 복지시설 진입로에 흙을 쌓아 길

을 막고 통행금지처분 내용증명 발송

○ 복지시설에서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보호자들이 군, 경찰서, 소방서 등에 민원 및 압력을 넣음

○ 복지시설 안전문제로 지역문제화 되면서 갈등이 높아짐

4단계

결말국면
○ 1월 말 시공업자가 자진하여 길을 터줌

운 토지주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였고, 이에 시공업자는 복지시

설로 찾아와 태양광 시설 건립 동의를 전제로 진입로 매입을 제안하였

다. 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고령의 입소자들의 건강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태양광 시설을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진입로 매입도

하지 않겠다고 제안을 거절하였다. 시공업자 측에서는 자신들의 사유지

라는 이유로 도로를 흙으로 막으면서 일종의 위협행위를 하였고, 이는

지역사회 문제화 되었다.

사례 D의 갈등전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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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갈등 이후

단계

○ 시공업자는 별다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 (*건물을 지어

서 올리면 막을 수는 없음)

○ 복지시설 운영자는 시공업자를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경찰

입건

○ 복지시설 차원에서는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토지통행

권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도로 구입 예정

표 9 사례 D 갈등전개

3. 갈등사례 종합

1) 행위자의 역할

갈등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크게 3가지 역할이 있으며, 6

개의 행위자가 있다는 것이다. 역할은 설치주체, 반대주민, 허가주체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은 사업주와 시공업자, 이장과 농촌공동체 구성원,

군청과 군도시계획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아래 그림8은 행위자 갈등지

도로, 갈등지도는 갈등상황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관계와 균형정도를

지도와 같이 나태내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구도완 외,

200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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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행위자 갈등지도

(1) 설치주체 : 사업주와 시공업자

① 사업주

사업주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해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다. 외지인인

경우가 많으나 지역주민이나 공공기관인 경우도 있다. 외지인일수록 갈

등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례 C에서처럼 공사

가 사업주가 되기도 한다. 허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통 허가

과정이나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상세히 이해하지 못한다. 다만 사례

B처럼 마을 주민이 사업주가 되는 경우, 설치주체임에도 주민들과 협력

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② 시공업자

시공업자는 좁은 의미에서는 토목이나 설비구매와 설치를 하는 사람이

나 여기에서는 태양광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태양광업체로서 갈2

등현장에 나타나 민원을 ‘해결’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태양광 발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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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서의 갈등과 해결 방안 연구(Ⅱ)> (한

재각 외, 2016)에 따르면 태양광 개발사업의 주요한 주체로 자금조달, 대

출알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지는 ‘시행사’가 ‘디벨로퍼’에게는 부지선정,

인허가, 민원해결을 주로 전담하도록 하고 ‘시공업자’에게는 토목이나 설

비구매 및 설치를 의뢰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체들이 컨설턴트,

디벨로퍼, 설계사무소 등으로 불리는데, 주요하게는 사업을 통해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공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

다.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디벨로

퍼의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일까지 맡

아하기 때문에 설명회 자리나 반대주민들과의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선

다. 때로는 마을발전기금의 형태로 협상을 하기도 하며, 이장에게 로비를

하여 민원을 잠재우는 일을 하기도 한다. 한 연구참여자의 평가에 따르

면 이들은 ‘주민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2) 반대주민 : 이장과 농촌공동체 구성원

① 이장

사례에서의 이장은 ‘권력형 리더’이기보다도 ‘조화를 추구하는 일꾼’의

역할을 한다. 옛날처럼 이장에게 많은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장

을 통해 복지 정보전달 및 마을 일이 이루어진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장은 공무원의 업무의 많은 부분, 특히 가구마다 다르게 해당되

는 복지사업, 농업지원사업 등을 가호방문하여 알리고 서명 받는 일을

주로 한다. 이장은 월급 20만원에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점점

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장들

은 대체로 마을을 매우 아끼고 자부심을 가진 경우가 많다.

태양광에 대한 반대논의는 이러한 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모든

이장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 반대행동을 하는 이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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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실무, 주변 마을과의 연대활동을 진행한다. 중재자 역할을 하

는 이장의 경우 ‘조화’의 가치 하에 여러 행위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한

다. 태양광 시설에 무관심한 이장의 경우는 주민들의 불신을 사기도 한

다.

② 농촌공동체 구성원

농촌공동체 구성원은 주민들 중에서도 마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반대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주민’들

이다. 원주민은 현재의 마을 또는 옥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을 말한

다. 이들을 마을 공동사업인 마을청소, 마을회의, 마을행사 등에 참여한

다. 주민들 중에서도 ‘외지인’은 집은 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어도 다른

곳으로 출근하거나 마을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마을

에 따라 원주민 대 외지인의 비율은 차이가 있는데, 앞선 사례의 마을들

은 외지인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귀농 여부와 외지인 여부는 반드

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옥천군에서는 최근 귀농한지 10년 정도

되는 젊은 주민들이 이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3) 허가주체 : 군청과 군도시계획위원회

① 군청

군청에서 태양광 시설 갈등사례에 주로 관여하는 부서는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이다. 해당 담당자는 최근 들어 폭발적인 민원과 업무량, 행정소

송 업무를 경험하고 있다. 군은 허가주체로서,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한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사업허가 담당자에 따르면 아무리 권장

정책이라고 해도 개인사업을 직접적으로 ‘권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도 허가권자가 직접 ‘개인과 개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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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원을 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법에 의해 처리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민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이장을 통해

중재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다.

② 군도시계획위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문제화 되는 태양광 갈등문제 해결을 위

해 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은 높아졌다. 이에 따라 2월 중순

에는 부군수가 “태양광 관련 민원에 군이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였으다. 부군수는 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

고 있기도 하다.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은 비밀주의에 입각하고

있어서 다른 행위자들의 영향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는 불분명하다. 심의

위원회에서 반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지만, 이는 위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2) 반대의견 형성의 특징

다른 공공갈등사례와 다르게 눈에 띄는 특징은 3가지이다. 첫째는 위

해시설이 아닌 데도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는 점, 둘째는

갈등이 확산되고 결론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 셋째는 갈등이 일방

적으로 종결된다는 점이다.

(1) 인지하는 즉시 부정적 태도를 형성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을 ‘최소한 좋아할 사람은 없다.’ 특

히 주거지역 근처인 경우 99% 집단민원이 발생한다(S1). 연구자가 갈등

사례를 표집하는 과정에서는 반대행동이 조직되고 알려진 곳을 선택하였

는데, 반대조직 능력이 없어 갈등화되지 못하더라도 태양광 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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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태도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예컨대, 사례 C에서 농어촌공사

에서 아랫마을을 대상으로 두 번의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도 아랫마을 주

민들의 반발이 심각했으나, 이장을 중심으로 결집되지 않아 초기 갈등이

점화되지 못했다.

허가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알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전혀 없다는 점은

갈등을 부정적으로 점화시키는 핵심지점으로 작용한다. 사례 A에서는

소문으로, 사례 B에서는 설치하는 주민이 직접 말해서, 사례 C에서는 소

문으로, 사례 D에서는 “아닌 밤 중에 홍두깨처럼 시공업자가 찾아와서”

알게 되었다. 게다가 태양광발전은 기존 사업들에 비하면 개발제한이 거

의 없어 지역사회에서의 당혹스러움도 늘어나고 있다.

(2) 빠른 갈등 속도

갈등이 대치, 위기, 결말 국면을 맞는 과정에서 그 진행속도가 매우 빠

르다. 군 조례에 의하면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갈등의 핵심인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것은 1개월 이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개의 면에서 동시다발적이고 신속한 주민 결집이 가능했다는 점

도 다른 입지갈등 사례들과의 차이점이다. 사례 A와 사례 C에서는 하나

의 마을에서 시작한 이의제기가 면 전체(12~20개 내외의 마을)로 확대되

기 까지 열흘 이내의 시간만이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작은 군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제 일어난 집안싸움까지”도 회자

된다. 또한, 도시에 비해 농촌 주민들은 신념, 생활방식, 태도에 동질감이

높게 형성되어있다. 그 결과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될 때 화

자의 부정적인 태도도 거의 그대로 복제된다. 여기에 이장 등 마을 리더

들의 의지만 있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지지의사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 스스로 반대행동을 조직화하는데 성공한다. 갈등사례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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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투쟁 경험이나 외부의 지원이 없었다.

(3) 갈등종결 불확실

입지에 관한 공공갈등이론에서는 입지가 완료된 시점을 ‘갈등 종결’ 시

점으로 본다. 그러나, 사례 A, C, D에서처럼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당장은 부결되어도, 언제든 사업주가 군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사례 B에서는 입지가 완

료되었으나 마을 내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갈등 종결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갈등 여부를 민원여부로만 한정한다면 입지

완료를 갈등종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미해

결되었다고 인식된다.

허가가 최소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사례에 따라 잠복기를 포함한 갈

등기간은 매우 길어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뒤에는 사업

주나 시공업자가 마을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반대주민들은

적절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고 느끼게 되고,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채

불만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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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장소애착 맥락 분석

1. 개인적 맥락

1) 장소정체성

(1) 상징적 중요성

연구참여자들에 따르면 갈등사례의 입지대상 장소들은 의미 있는 장소

이다. 민가와 가장 멀리 떨어진 사례인 사례 A면의 경우도 장소정체성

이 반대의 가장 큰 근거로 설명되었다. 태양광 시설이 마주하는 마을에

는 경관 가치 파괴를 줄 뿐 아니라, 우리 마을들 전체의 ‘자랑거리’(A1)

이자 ‘지역의 영산’(N1)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일

부 주민들은 특정 장소에서의 가치를 특별히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다른 곳은 되지만 여기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관광성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다는 자랑거리는 되잖아. 우리 지역에 자랑거리 뭐가 있어 보여줄 게 

있어야지. 특별하잖아 그런 거는.”(A1)

특히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마을 가운데’ 및 ‘마을 근처’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태양광이 잘 들어서는 곳은 해

가 잘 드는 장소이며, 그러한 장소는 ‘양지 바른 곳’이라고 불린다. 그런

데 농촌지역에서 양지바른 곳에는 대부분 집이나 밭이 있다. 이러한 장

소는 선로 등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늘어날 태양광

시설들은 주민들이 있는 근처로 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A1,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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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의 의미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해당 장소가 의미있는 정체성을 가지는 장소

이며,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였다. 마을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주한 사람, 외지 생활을 하다가 귀향한 사람,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있다. 각 거주 역사와 개인적 편차에 따라 장소에 대해

특별히 여기는 지점들은 조금씩 달랐다. 오래 살수록 장소에 대한 기억

이 많지만, 귀농·귀촌인들이 장소정체성이 약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귀농을 위한 귀촌을 한 주민들은 농촌에서 비교적 젊은 사람에 속한

다. 이들은 도시를 벗어나 자연환경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동

시에 자연을 경쟁력있는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한 마을

근처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거나 외지생활을 하다가 귀향을 한 주민

들에게 장소는 고향으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대부분 고령자

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인생 마지막 단계’로서의 요구를 지니

고 있다. 이는 사례 D와 같이 이 마을이 고향이 아닌 고령자들에서도 나

타나는 장소감이다.

2) 장소의존성

(1) 농업의 터전

농촌공동체에게 농촌이라는 공간은 농업과 삶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터

전이다. 농업 및 자연환경을 이용하며 갖게 된 풍부한 생활상식은 태양

광에 대한 기술적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태양광 시

설이 환경적 위해를 보일 것이라는 확신 또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이들

은 오정보, 경험 지식, 우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환경위해에 대한

확신 형성에는 언론보도, 직접 답사, 농사일을 통한 경험적 추측이 주요

한 계기가 된다. 언급되는 대표적인 환경적 위해는 전자파, 빛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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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상승, 수질오염 등 4가지가 있다.

① 전자파

주민들에게 전자파가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접하게 되며, 피해

보상 사례들과 연결되며 확실시 된다. 한전에서 송전 대형선로가 지나가

는 지역에 보상을 했다는 점, 옥천 변전소 사례에서 보상을 한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

공무원과 태양광 설치 주민은 전자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태양광과 전자파를 연결 짓는다’며 ‘홍보책자

에서 다 나눠주고 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전자파는 전제 주장 빈도 중에서도 적은 양을 차지한다. 태양

광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중 절반 이상은 전자파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귓동냥’으로 전자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수준이며, 반대를 하더라도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당

연히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J1).

② 빛관련 피해

빛의 양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농업에 대한 우려와 연관 지어진다. 최

근 들어 ‘태양광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늘기는 했

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은 ‘헷갈리고’ 있다(H3). 빛에 의한 농업 피해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주민들도 존재하는데, 아직 세월이 안

지나서 농사를 충분히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G1).

빛에 관해 대다수 주민들은 빛 반사로 인한 시각적 피해를 인정하고

있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유리’와 ‘철판’이라는 이질적인 재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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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태양광 모듈은 빛 반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이

비교하는 대상은 대개 산이기 때문에 빛 반사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

다. 가장 확실한 근거로 삼는 것은 ‘살아봤더니 불편하다’는 것이다. 자신

이 태양광 시설을 반짝 거리는 것으로 인지한 경험은 빛 반사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C4). 사례 C의 주민들은 추풍령의 수상태양광을

방문하였는데, 그 곳에서도 빛 반사를 경험하였다(C1). 빛 반사는 태양광

모듈뿐 아니라 뒷부분, 옆의 시설 등에서도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C3).

연구대상지에서는 축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태양

광 발전사업에 관심이 있는 한 이장은 TV프로그램인 ‘시청자칼럼’을 보

고 태양광이 축산에 피해를 준다는 점을 신뢰하게 되어 태양광 발전사업

을 포기하였다(M1). 이 주장은 ‘소’를 경험해 본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가

진다. 소는 워낙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이다(N1).

③ 온도상승

과수를 하는 농민의 경우 과수가 온도에 민감하다는 주장을 한다. 산

자부에서의 가이드라인에서 조사한 것과 다르게 태양광 시설이 최고온도

최저온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과수의 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P1). 대상 사례들에서는 과수에 바로 인접하여 태양광

을 설치하는 사례가 없었다.

④ 수질오염

사례 C에서는 수상태양광에 의한 수질 악화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많

았다.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이 녹조 발생을 줄인다고 하였지만, 주민

들의 생각은 다르다. 녹조를 없애는 것과 물이 썪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D1). 수상태양광에 대한 반대의견 중에서도 수중 온도 상승을 우

려하는 주장들이 큰 힘을 얻고 있다. 수상태양광이 발전량이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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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가 물에 의해 식혀지기 때문이기 때문이라는 연관성 때문이다

(C1, L1 등). 이는 수중 생물에 대한 영향(C2)과 주변 생태계 파괴를 우

려하는 주장으로 이어진다(C). 현재도 대상사례의 저수지물은 여름에 녹

조가 끼는 등 4~5급수 판정을 받았으며,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이 물이

더 더러워지는 것은 해당 마을의 큰 우려사항이다. 주민들 생각에 태양

광 사업주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모듈 열을 식히기 원하고, 따라

서 물을 빼지 않을 것이며, 수질악화를 방치할 것이다. 한편 사례 C는

현재 수질오염 대책 미비 등으로 금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서 한 차례 부결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인터뷰 참가자들은 환경적 위해에 대해 대체로 두려움을 가

지고 있으나, 모두가 긍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반대 주민들도 태양광 시

설로 인해 환경위해가 있을지에 대해 ‘확신’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그늘짐’과 같은 주제는 농사짓는 사람들에겐 민감한 주제여서, 사

업주조차 이로 인한 피해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빛은 소

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컨대 밤에 가로등을 켜느냐 마느냐도 동

네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J1, H2). 이들은 ‘빛’에 관한 지식을

농업 ‘경험’을 통해 습득한다.

농업피해가 거론되는 이유는 오히려 그 불확실성 때문이다. 반대주민

들 중 농업적 피해에 크게 동의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농민들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므로 만약 태양광을 꼭 설치하고 싶다면 피해를 충분히 대비

하고 원만한 해결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1). 허가심의 과

정에서도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가 나오기도 한다는 점이 특이점이다(S1). 이는 정확히 빛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수 없더라도 농촌사회 내의 빛 피해에 관한 심증이 워낙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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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빛 반사가 문제되는 게,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농작물에 

암암리에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빛이 100% 흡수하진 않거든요. (...) 

과실 옆에 들어오면, 위원회에서도 그걸 봐요. 이게 만약 그 사람이 

피해봤다고 하면 당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건지. 가급적이면 미리 피해가 

예상이 된다 하면 사업주가 원만하게 해야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S1)

(2) 삶의 터전

주민들의 장소의존성의 대상은 자신의 ‘집’과 ‘땅’이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이사 갈 생각이 전혀 없는다. ‘집’에

대해 장소의존성을 갖는 이유로는, 내가 어렸을 때 살던 환경에서 끝까

지 생활하고 싶은 ‘인생 마지막 단계로’서의 요구와 함께, 이 집을 매각

한 자금으로는 동일한 수준의 삶의 질을 기대할 다른 집을 구입할 수 없

다는 점 등이 언급된다.

‘땅’ 역시 주민들이 자주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다. 한 연구참여자에 따

르면 땅은 ‘자식문제 있을 때’만 파는 것이다. 부동산에 땅을 파는 행위

는 외지인 투기행위에 협조한 행위로 인식되어, 마을에서 ‘동네 땅 판 사

람’이라는 낙인은 가장 큰 모욕 중 하나이다.

땅 문제는 재산권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러나 대다수 참가자들은 지가

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았다. 태양광을 바라보고 집을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고 투자가치는 급락할 것이라는 것이

다. 한 연구참여자는 옥천 내 한 전원주택 택지 근처에 어마어마한 태양

광이 설치되면서 사람들이 다 이사가고 빈집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하였다

(F1). 한 연구참여자는 태양광 시설 때문에 마을경관이 안 좋아지면서

집터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주장하였다(B1). 그러나 태양광 시설이 주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으

며, 이사 갈 의향이 전혀 없는 고령자들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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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안전문제는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반대 근거가 된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지키고 공사를 하더라도, 물길을 건드리거나 사면

을 건드렸기 때문에 보강공법도 한계가 있다(N3, S1). 더욱이 주민들이

보기에 이미 산림은 많이 무너져있어 최근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고

산림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G2, N2). 산은 자꾸만 ‘까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보전산지에도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우려는 더욱 크게 느껴진

다. 산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태양광으로 인한 산의 훼손은 태풍

이나 산사태 피해의 부정적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이다(H2, C).

“2003년 태풍 매미를 생각하라! 또 다시 죽음의 공포를 겪을 수 없다!”(C, 

가두집회 중 메인 플랭카드)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설치 공사만을 담당하는 시공업자 측에서는 설치

유도를 위해 긍정적인 측면만 안내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보기에 정

작 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주들은 태양광 시설 전반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다.

  “시공업체가 무책임한 경우는 있는 것 같다. 저번에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비탈면 아래 농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장마까지도 아니고 여름에 비가 

오니까 다 흙이 쓸려서 농토에 피해가. 그래서 그 사람이 민원을 넣고, 

시공업체는 무관심한 반응이었고, 그러다보니 피해자는 ‘왜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허가 내줬냐’ 다시 민원넣고” (R1)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건 모르고. 원래 책임은 사업주가 

있지만, 시공사는 준공하면 다 빠지거든요. 사업주는 어떻게 뭐가 

설치되어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뭐 그냥 뻔쩍뻔쩍하네. 그런 거에요. 통장에 

얼마만 찍히는지 알지.”(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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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무책임성’ 때문에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공사과정에서

도 발생한다. 허가를 하지 말라는 민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민원은 공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이다(S1). 태양광 사업은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아

니라 개인사업자가 하다보니 비용 절감을 위해 비산먼지 신고 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J1). 이에 대해 주민들은 허가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민원을 넣는다. 태양광 설치를 책임지는 사업주와 시공업자가

분리되어 있고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한, 해당 장소에 살고 있는 주민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쉽다.

2. 공동체적 맥락

1) 공유한 역사

(1) 사람과 역사

장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공동체적 맥락으로는 가족, 친척, 친구들이

언급되었다. 여전히 마을 안에 같은 성씨를 가진 씨족공동체가 남아 있

고(A1), 가족과 친척들이 근처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D1). 한편, 귀

농을 했더라도 5~10년 이상 마을에 동화되면 공동체적 인식에도 크게 다

른 점이 없었다(C2, M1).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고령자인만큼 역사성에도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었다. 길게는 조상들이 노력해서 지켜온 장소라는 점(A1), 해방 이후

우리 어른들이 고생해서 마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C1). 그리고 우리

가 지금 이 장소를 지키고 있다는 점(G1, K1)은 장소정체성을 강화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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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갈등

이들은 역사적 갈등 역시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다. 장창석·김선경(2017)

은 태양광발전시설을 비선호시설에 입각하여 분석한 바 있으나, 태양광

발전은 신체적 환경적 위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통계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이 증명된 바 없기 때문에 비선호시설 혹은 혐

오시설이라고 규정하기에 어렵다. 연구참여자 모두 태양광발전시설을 비

선호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시설 갈등은 특히 기존의 비선호시설 및 환경위험시설 갈등 경험에 비추

어 평가를 형성하게 된다.

① 축사

축사는 농촌지역의 전형적인 비선호시설로, 주민들이 몇 마리의 가축

을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대기업 등에서 공장식 축사를 짓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에 대해 ‘자기들은 여기 살지 않으니 설치하는 것’이

고,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국가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맞추더라도 그것은 최소한의 환경기준일 뿐 악취나 오염을 막을 수 없다

고 생각한다(J1, N2).

② 변전소

변전소는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과 연관지어져 언급된다. 수십년 전 옥

천의 한 마을 근처에 세워진 변전소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암이 발생한

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한전 측이 역학조사를 했지만 관

련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전문가들도 국가의 성향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송전선로도 ‘옛날엔 안전하다고

했지만 결국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F1,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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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와 소속감

(1) 마을 자치

연구참여자들은 마을총회, 개발위원회의 등 마을 자치 과정을 중요하

게 여겼다. 마을 개발위원회 회의는 6~8인의 마을 원로, 부녀회장, 새마

을지도자 및 ‘배운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이 회의를 정기적으로 여는 것

은 이장의 의무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도 존재하기도 한다. 마을에 큰 사안이 있으면 마을총회를 개최

한다.

마을 자치가 도시에 비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두

드러진다. 이는 최근 국가 및 군 보조사업 참여과정에서 마을 회의록 및

서명이 의무이기 때문에 적응된 것으로 보인다(A1, J1). 보조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회의문화는 정착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이장의 말에 순응하는

주민들도 많지만 젊은 주민일수록 주민 의견 개진을 중시한다.

자치규율은 ‘마을법’에 기초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말하는 마을법

은 일부는 관습법이고, 일부는 마을규약으로서 군청에 등록되어있다. 이

에 기초하여 ‘마을에는 마을법이 있다’거나 ‘다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

은 주민들 사이의 통용되는 논리이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반대했어 주민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여. 그래서 (사업주)형한테 그랬어, 한 사람도 형님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누가 잘못이여, 형님이 잘못이여 주민이 잘못이여. 형님 

잘못이여. 그니께 그렇게 하면 안 돼, 옮겨야 돼. (중략) 마을 주민법을 

따라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싫다고하면 여러 사람 말이 맞는 

거여.”(C1)

주민들에게 마을 근처 태양광 시설의 도입은 ‘개발위원회 회의’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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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총회’ 대상이다. 한 연구참여자는 사례 C에서 전임 이장이 개발위원회

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았다

(M1). 사례 A와 사례 C에서 마을총회는 반대를 결의하는 자리였던 데에

반해, 사례 B에서 마을총회는 마을 사람들 간 일어난 태양광 시설 갈등

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공식 회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는 마을의 경우 이장이 태양광 발전에 암묵적으로 또는 돈을 받고

협조하는 경우들이 발견되었다(P1). 일부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에 침묵

하는 이장은 담합에 참여한 이장일 것이라 추측하기도 하였다(C).

  “마을에는 분명히 개발위원이 있는데, 개발위원들은 뭐하냐고. 개발위원들 회

의해서 자기가 안 될 거 같으면 개발위원 회의를 해서”(M1)

마을 내 회의 외에도 마을 주민들은 다양한 네트워크 및 회의체에 포

괄되어 있다. 작목반이나 속한 기관에 따라서도 총회를 갖는다. 이장은

상위 회의기구인 면 이장협의회, 면 기관협의회 등에도 참여한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네트워크는 반대주민이 빠르게 늘어나고 유사한 신념을 갖게

하는 배경이 된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여론과 반대주체는 급속도로 늘

어난다.

(2) 자치 규범과 가치

주민들에게 태양광시설은 문화규범적으로 해석되곤 하였다. 경관상의

변화 역시 관계적·집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이장

은 화합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방식을 선호하

는데, 이는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과 연관이 있다. 주민들도 평생

을 이사 안 가는 이상 아침저녁으로 논밭에 가면서 부딪혀야 되는 사람

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였다(P1). 마을 주민들은 돈을 조금씩 모아 어버

이날 행사, 단체여행 등 친목행사를 하고, 창고, 운동기구, 공원 등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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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산들을 만들어나간다.

사실 이장에게 있어 민원은 ‘마을을 시끄럽게 하는 것’이다. 주민들 간

의 불화는 마을을 어지럽히며, 주민이 군에 민원을 넣어도 다시 이장에

게 돌아와 자신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해결방식이다. 주민들 역시 ‘융통

성’있는 인간적인 해결방식을 선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마을 사람들 간

에 ‘뻣대지 않고’ 잘 이야기해서 풀어나가는 것이다. 이는 법이나 공무원

간의 관계, 평소 생활 수칙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나떠러 이장떠러 데모 주동자로 앞장 안 선다고 섭섭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형님, 이장이 중립인데 이장이 동네사람 저기 응 단합되게 하고 

민원없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게 이장 역할이지, 이장이 데모 주동해서 마을 

시끄럽게 하는게 이장이여?“ (B1) 

3) 경제적 관심

(1) 공동체 경제 윤리

조화로운 공동체에 대한 추구는 경제관에서도 성장주의보다는 평등주

의, 공동체주의의 추구로 이어진다. 농업 생산자의 입장에서, 평생을 함

께 살 이웃주민으로서, 상부상조하는 것만이 마을을 경제적으로도 유지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장들은 태양광 시설 갈등과 같은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물질주의나 투기 장사꾼으로부터 끊임없이 ‘유

혹’당하거나 ‘침해’당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돈에 관심이 많아져 이

웃과 자꾸 싸우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C1, J1). 귀농인구에 대해서

도, ‘젊은 사람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동시

에 조화와 협동, 그리고 나눔의 도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우

려를 가진다.

한편, 농촌사회에 부유한 외지인이 들어오고 투자가치를 위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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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므로 원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장들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인 편차에 의한 것도 있

으며, ‘정말 마을에 나만 남을 것 같아서’라는 절박함에 의한 것도 있다.

귀농학교 수료자 연구참여자에 따르면, 대체로 여유 있는 50대가 돈을

벌기 위해 농업 혹은 태양광을 하러 귀농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존

공동체 문화규범에 적응하기 어렵다(O1). 원주민들의 생각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기 때문에 ‘재능기부’나 ‘나눔’을 기대

하게 된다(J1).

결과적으로 태양광 사업은 ‘동네마다 하나씩’ 들어섬으로써 공동체 문

화규범을 손상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R1). 사업주들은 태

양광 시설 공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마사토를 반출해가거나, 토지용도 전

환을 통한 부동산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더욱 따가

운 눈초리를 받게 된다.

  “민원이 더 많은 시골에서 더 많은 이유가, 도시권의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개념으로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에요.” (S1)

  “약삭빠른 놈은 법을 이용해서 돈 버는 놈이 있고. 너나 나나 우리같은 놈은 

그냥 가슴만 뚜들고 앉아있고. 그런 세상이라 볼 수 있어.”(H1)

  “들어가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 사람이 할 줄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야 시골같은 데도. 돈이 있어 돈이? 뭐 100키로 한다고 해도 거의 2억 

가까이 멕히는 데 그 돈이 어디 있어 시골에서.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돈 

되는 줄 알면서도 못하는 거지.(A1)”

연구참여자들에게 주민참여의 의미는 “싸인”이라는 동의 과정과 마을

범위의 토지공개념으로 나타난다. 사례 D 경우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기

전, 지역주민인 복지시설 운영자는 다른 주민인 진입로 토지주의 ‘양해’

를 구하여 타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전환할 수 있었다. 대부분 마을에서

도 마을길을 포장하고 넓히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사유지를 도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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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본 경험이 있다. 이렇듯, 농촌공동체에서는 마을전체나 다른 주민을 위

해 자신의 사유지를 공유지로 전환하도록 동의해주는 일이 잦으며, 이

과정은 상호간 양해와 서명을 통해 이루어진다(B1, J1, N3 등).

또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공익에 의해 사유재산은 제한될 수 있

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농지법, 건축법 등에 의한 제약 경험

(B1, G2 등), 강제이주 경험(A1, J1 등), 마을공동체 경험(G1, D1 등)을

통해 강화되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공유지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을 사

적 이익창출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

도 하였다(Q1).

(2) 마을 비전과의 충돌

이장들은 경관관리를 기반으로하여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마을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주민들도 우리 마을의 발전상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

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마을 발전방향의 근거를 자연환경과 경관관리에서

찾았다. 주민들은 노인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청소활동을 하기도 하는

데 이는 일차적으로는 ‘시골 사람도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삶의 질

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며, ‘경관을 가꾸는 것만이 시골의 경쟁력’이라는

마을 전략이기도 하다.

사례 A와 사례 B에서처럼 이장들은 장소의 특색을 살린 컨텐츠로 마

을사업들을 진행하며, 사업보조를 받기도 하고, 사업 기획안을 직접 군에

제안하여 시범사업을 하기도 한다. 모든 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현재 자연을 보존하는 선에서의 조화를 이

루는 방식이며 주민 참여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양광사

업은 마을과 어울리지 않으며 마을 발전전략과 상충하는 장애물이다.

“연못도 워낙 수백년간 방치만 되어있어서 흔적만 돼있고 그래서 연못도 좀 

보수도 우리가 좀 하고. 우리는 그런 꿈을 갖고 가꿀라고 하는데, 태양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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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다 보기 싫게 그냥 한다고 하니까.”(A1)

  “환경 보존하는 선에서 강을 깨끗하게 살리면서 겨울같은 때는 하천이 강가 

쪽이 걍 놀고 있잖아요, 이걸 하천을 깨끗하게 포크레인으로 밀어가지고 

억새풀인가 있잖아 고기다가 천막이나 비닐을 깔구서 (...) 농산물같은 거 

옥수수 감자 고구마 농산물 주민들 팔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돈벌이해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B1)

(3) 유입인구 감소문제

사례 C에서의 일부 주민들은 낚시꾼 등 관광객감소를 걱정하기도 하

였다. 그러나 대부분 주민들은 관광지를 만드는 것에 크게 동의하지 않

았다. 예컨대 <옥천향수신문>에서 관이 관광지 개발로 보상하겠다는 식

으로 서술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였다.

유입인구 감소 문제에서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를 보이는 항목은 귀

농귀촌인 감소에 대한 우려였다. 농촌 마을에 있어 귀농귀촌인은 젊은

사람이 유입되는 유일한 통로다. 태양광 발전이 들어오면 ‘누가 여기 이

사오겠냐’는 우려를 표하였다(C1, C2).

4) 정치적 관심

(1) 배제에 대한 태도

반대하는 주민들은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갈등

이 초래된 상황을 ‘우리는 시골 사람이라 무시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주

민들은 ‘마을에 태양광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 말 그대로

농사짓는 농민’으로서 아쉽고 속상해하였다. 농민을 위해 있어야할 농어

촌공사가 오히려 태양광 시설을 추진한다는 점, 군청 등에 민원을 넣고

직접 찾아가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점 등이 이야기되었다.



- 72 -

농업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과 결부되어 도시와의 차별을 당하

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산업용 전기는 싸기 때문에

산업계는 태양광 발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농촌까지 태양광 시설들

이 들어오게 되었다’며, ‘시설공사 과정에서도 시골 마을에서는 비산먼지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농촌차별의 근거로 들었다. 한 연구참여

자는 ‘핵발전소가 태양광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수도권사람들의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라고 주장하였다.

(2) 참여제도의 필요성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주민동의나 설명회와 같은 주민 참여를 ‘민주주

의 사회 기본 절차’로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사례 A와 사례 C에

서는 반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였지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하는 설명회는 이미 사업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설명

회로서 인정되지 않았다(A1, C1). 허가가 완료되고 시공하는 순간까지

비공개인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대체로 ‘소문’으로 태양광 사업을 알게

되는 과정은 갈등을 격화시킨다(S1).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주민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과정에서 주민이 참

여할 수 있는 소지는 없다. 간혹 이해관계자나 반대주민들이 군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반대 근거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회들이 있으나, 이는 위원

회에서의 특별한 결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대규모로 들어오는 경우는 알게 모르게 소문이 퍼져요. 왜냐면 땅을 살라고 

하면 거의 그 지역사람을 끼게 되니까. 알게 모르게 퍼지고, 인허가 검사가 

개인정보 때문에 보호처리를 하고 있지만, (중략) 무슨 동네 태양광이 

들어온다는데, 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돼 누구야!!”하면 

그때부터 민원 시작되고..“(S1)

  “한 마을이 존폐위기에 처한다고 하면 나는 그거는 당연히 주민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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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법률적인 거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랑 괴리현상이 있는 부분.”(T1)

(3) 현 제도에 대한 평가

주민들은 법과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태도를 형성하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통해 현재의 제도를 평가하였

다. 지역주민을 배제하는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이 정리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 환경정책으로서도 낙제점이

다. 허가를 쉽게 한다는 것은 결국 투기성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마을

내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① 헷갈리는 법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2016년 말 생긴 이격거리 운영지침이 이전의 허

가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또는 안 하는) 주민들

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 도, 군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법체계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주민들은 지금의 법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서’, ‘정부에

서 정확한 법규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고 생각하였다(H3, J1).

② 일관성 없는 환경정책

주민들은 환경정책으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았다.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산지를 없애고 이루어진다

는 점에 대해, 과연 환경적인가하는 회의를 가진다. 한편, 옥천 지역은

금강유역관리,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식당이나 펜션과 같은 상업용도뿐

아니라 농가의 집수리까지도 지속적으로 ‘환경보호’라는 이름하에 제약되

어 왔다. 이에 비해 아무 곳이나 들어와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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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책의 일환이다.

③ 간소화의 투기화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와 절차는 지속적으로 완화되

어 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의 사업 참여 관심도도 증가하기도 하였

다(I1, M1, R1). 그러나 이것이 주민들의 참여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태양광 시설 규모 중 가장 소규모인 100

㎾이하의 경우에도 작년 허가건수 100건 중 40건만이 옥천군민에 의한

것이었다. 갈등을 겪거나 들어본 연구참여자들은 규제폐지와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주민참여가 아닌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 우려하였다.

④ 주민을 분열시키는 정책

주민들은 ‘국가는 허술한 정책을 통해 주민 간 싸움을 조장하여 국민

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에 따라서만 집행하는 군은

결국 사업자 편만 든다고 항의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법규적용을 틀리

게 이해하는 주민들도 많았으며, 논리적인 비약이 많았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현장에서는 사실인 경우들도 있었

다. 특히 비선호시설을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주민동의서를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자들은 소문을 유포하고, 특정 땅만 보상해준다고

하는 등 마을을 어수선하게 하는 전략을 쓴다.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은

주민들 간에 싸움을 조장하여, 소위 ‘이긴 주민’과 접촉해서 해결하는 방

식을 사용한다. 민간업자들은 모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렇게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다(G1, D1). 사례 B의 경우에도 부동산업자가

‘태양광 설치하면 땅값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소문을 낸 것이 마을 갈

등의 발단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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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적 맥락

1) 자연으로부터의 자아감

(1) 건강한 삶

연구참여자들은 자연환경에 기반한 농촌 경관이 주는 가치를 높이 평

가하고 있었다. ‘아침에 눈 뜨면’이라는 표현이나 ‘산’과 ‘숲’, ‘맑은 공기’

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하여 등장한다. 주민들은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느낌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를 건강증진과 삶의 원천이라고 보기도 하

였다. 이에 비해서 태양광 설비는 자연을 누릴 권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저게 아무리 혐오시설 아니라고 해도 일반 사람들 앞에 딱 봤을 때, 가을에 

추수할 때되면 노랗게 되잖아요 봄 되면 새파랗고. 4계절 따라서 그거 보는 

거 하고 앞에 철판, 공장 보는 거하고. 도시에서 건물만 보는 거랑 시골서 

건물만 보는 거랑 틀리단 말이에요.”(J1)

  “근데 문제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앞에 먼 산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번쩍번쩍한 게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에요. 이게 말이 

100미터 200미터지 웬만한 건 시야에 들어오고.”(S1)

(2) 거주권

반대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거주권 또는 거주의 권리로 표현된다.

거주권은 사전적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임차권을 의미하나, 주민들은 가

옥에 거주하고 있는 자체, 즉 구체적으로는 나의 집에서 자연경관과 함

께하는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주민들에게 ‘이

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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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였다(F1, L1, Q1 등). 시골에

살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핵심 요소가 자연경관인데, 기본적으로 조

망권을 손상시킨다. 이는 인체적 피해를 떠나 시각적 피해, 정신적 피해

를 입힌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자연을 누릴 권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

다는 입장도 있었다(D1). 다수 반대주민들은 이 지점으로 인해 스트레스

를 호소한다(C4, R1 등).

2) 자연경험과 경관

(1) 경관

① 시설의 모습

주민들에게 인지되는 태양광시설은 혐오스럽고 보기 이상한 시설이다.

작은 시설이라고 해도 마을 규모에 비하면 커다란 시설이 된다. 수십년

간 보던 농지나 산지가 없어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보인다.

  “그냥 싫은 게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전자파나 빛반사 이런 거는 어떻게 과학적 수치로 반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관은 반박을 못해요.” (S1)

  “전문용어로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표현의 방식이 다른 거지. 어차피 

전달하고자하는 뜻은 같은데, 그게 전문화된 세련된 용어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거는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T1)

보기 싫은 구체적 이유들로는 번쩍거림이나 공장 같다는 이질성 문제

가 있었으며,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크기 문제가 있었다(G2). 추풍령 답사

를 직접 갔던 주민은 녹조 방지 시설조차 ‘잡초’같고 ‘흉하다’고 평가하였

다(C3, Q1 등). 주민들은 경관의 주관적 근거를 납득시키기 위해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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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생각’하길 원한다.

  “주민들이 ”마을 배린다“고. 그 분들만의 표현인데,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관들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 (T1)

  “태양광을 해도 입장을 바꿔서, 보고 살면 반대 안 하겄나,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알지. 입장 바꾸면 한가운데는 안 하겠지, 구석에 하겠지.” (J1)

  “여기 이주해오기 위해서 딱 왔어요. 지금은 경관이 좋아요. 그러면 태양광 

들어온다고 그러면 반대 안 하겠습니까? 전문가들도 반대해요. 똑같이.” (F1)

② 경관 변화 판단

해외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지는 갈등사례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반

대가 일어나는 경우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외부인이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경관이 변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군 경관계획 및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경관에

관한 조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관문제에 대해 일정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할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허가부결로 인한 행

정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이 가이드라인 역시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

다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T1). 이는 중앙정부의 자연 및 경관보호 의

지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다.

반대 주민들은 대체로 경관에 해를 끼친다는 규모 기준을 자가용 사업

용 여부와 연결하여 판단하였다. 물론 대체로 사업용일수록 크기가 커지

기는 하지만, 사례 B와 같은 100㎾ 이하 규모에서도 경관을 해친다고 생

각하였으며, 갈등이 나타났다. 한편,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지붕 위’나 ‘경

로당 위’ 등 자가용 태양광 시설은 괜찮다고 주장하였다(A1 등). 종합해

보면, 경관 변화에 대한 판단은 감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소규모로 지붕에다 하는 것들은 크게 미관 해치거나 그런 것 없는데,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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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대규모로.” (A1)

  “소규모로 태양광 하는 것은 그건 내 찬성을 해요. 가정집이나 소규모. 

대형으로 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C2)

(2) 자연 관리방식

주민들은 농업을 포함하여 항상 자연을 사용하고 개조하며 관리해오는

생활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사례에 비추어 평가하며 현재

자연 관리가 부족하며 오히려 주민들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다. 기존의 사례로 언급된 것은 금강유역환경청과의 갈등 및 해결

과정과 옻문화단지 사례이다.

①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은 옥천 일대가 대전 시민들이 사용하는 상수원이므로,

수질관리 대책으로서 옥천 땅의 52%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민

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오염원 취급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였고, 이

로 인해 ‘진정한 환경보전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이 일었다. 현재는 대

청호 민관 TF가 결성되어 주민들의 의견이 크게 수용되는 방식의 ‘집단

관리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갈등과 공동관리의 독특한 경험은 옥

천지역이 ‘개발제한이 심해 재산권 침해와 같은 지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는 생각을 강화하였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은 ‘부당한 것에 대해 싸우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식을 높이게 되었다(A1, L1).

② 옻문화단지

옻문화단지는 옥천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옻나무에 관

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관광 상품을 개발하며, 최종적으로는 옻나무 100

만주를 심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때문에 ‘울창한 숲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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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되고 있으며’, 옻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산에 가보아도 10주 중에 8, 9

주는 말라죽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어 주민들은 ‘공

무원이나 군청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으며, ‘농업을 이해하지 못할’뿐더

러, ‘환경을 앞장서서 훼손’하는 존재라고 폄하하기도 한다(C1, G1).

3) 환경적 가치

농촌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토지경관은 산지와 농지로 구성되며 태양광

시설은 이들을 대체한다. 이 점은 각각 산림훼손 문제와 농지감소 문제

로서 객관적인 우려지점으로 기능하며 거시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제기한

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는 사실상 산지법이나 농지법의 우위에서 작동

하고 있다. 환경과 경관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서 주요 심의요소로

작동하고 있는데(S1, T1), 이는 현재 허가과정에서 유일한 제한사항으로

기능한다.

(1) 산지 감소

산림훼손은 특히 양질의 산을 훼손하는 경우 환경문제가 될 수 있다.

산림법에서는 산지개발의 경우 10년 이내에 이전의 임목축적을 회복하도

록 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간벌작업을 통해 산을 황폐화하는 사전작업을

한 후, 3~4년 뒤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을 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편법을 사용할 경우 심의를 진행하는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미 황폐

화된 산을 두고 심의 단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허가가 쉽게 난다. 보존산

지 및 준보존산지에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대주민 및 대부분 지역주체들은 회의적이다(T1, S1).

  “과거 정권에서도 왠만한 규제를 다 풀었는데, 이걸 끼면 예전엔 안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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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법 등 안 해도 됐던 게 완화가 다되는. 경관이나 환경조항 없으면 

태양광은 “올 패스”죠.“ (S1)

  “태양광 자체는 친환경일 수 있지만, 발전사업이 되면서부터는 절대 친환경이 

아니다.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 뭐든 어떤 선한 일도 악한 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D1)

(2) 농지 감소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휴경지를 태양광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긍

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놀고 있는 땅이 많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

하고 있으며, 농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Q1, S1, G1,

T1).

농지 감소에 대한 우려는 세 가지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첫째는 쓸모

없는 땅이 아니라 ‘양지바른 곳’에 입지할 우려이다. 설치비용을 줄이고

자 기존 인프라들과 가까운, 대개 잘 정돈된 논과 밭이 대체된다는 것이

다(Q1). 둘째는 식량주권과 농업소득 저하를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농지

의 감소가 농업의 극단적인 쇠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J1, N1). 그 근거

로 태양광과 같은 구조물이 몇 년 간 세워져 묵혀진 땅은 다시 농지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든다. 셋째는 농토 및 습지가 가지는 환경적 효

과가 상쇄된다는 것이다(P1, T1).

(3) 주요 심의요소

허가주체들에 따르면 심의단계에서 환경과 경관이 주요한 심의요소이

다. 사례 A에서도 인근 도로 주거지역에 대한 경관 피해 대책이 미흡한

점과 산 주변 훼손에 따른 경관저해가 부결 이유에 포함되었다. 이런 점

에서 경관은 나름의 객관성을 가지고 허가과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을 대체하는 태양광 설비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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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종합분석

1. 문제진단

1) 개인적 맥락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적 맥락에서 농업과 안전 피해 우려, 경관변화로

인한 혐오감의 문제를 자주 지적하였다. 기술적 위해에 관련하여 반대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자파, 빛 반사, 온도상승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이 유통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 주

민들 사이의 토론을 거친 후 일정정도 여과되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지되는 근거가 된다. 해당장소는 농업의 터전으로서 주민

들이 강한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기술적 위해의 모든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무엇보다도 기술적 위해 자체가 태양광 입지반대의 단

독 근거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기술적 위해에 대한 우려는 태양광 시설

반대에서 부정적 태도를 부추기는 요소는 맞다. 이러한 현상 근저에는

정부나 학계에서 발표하는 것은 중앙정부를 지지하기 위한 결론일 뿐이

라는 회의주의 입장과 함께 과학의 한계로 인해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

의 입장이 공존한다.

경관변화는 장소감과 장소정체성에서 주요한 물적토대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은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지붕 위나 경로당 위는 긍정적인데 나대지에 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생

각을 갖고 있다. 이렇듯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장소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는 ‘주관성’의 영역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관이라는 요

소는 장소애착과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반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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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관에 대한 개인적 맥락을 완전히 배

제하는 현 제도는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가져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

다.

2) 공동체적 맥락

사례들에서는 공동체적 맥락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자치 및 경제 전략

과 태양광 설비가 크게 배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들은 마을주권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참여 배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또한 보상과 이익공유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대다수 역사적 갈등 경험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연장선

에 있다. 이를 님비라고 볼 수 있는지를 진단한 뒤, 참여 및 보상과 관련

된 반대근거와 장소애착과의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님비 여부에 대한 논의

님비주의적 설명이 관심을 두는 분야는 거리 근접성과 이기주의문제이

다. 사례들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반대활동 참여자 범

위가 달라지고 있으며, 태양광 시설이 자신의 생활범위와 가까이 있는가

는 연구참여자들의 반대활동 참여정도와 연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시설

과의 거리가 멀더라도 반대활동에 참여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주권의 범위를 마을뿐 아니

라 면, 옥천전체, 자연환경으로 확대하여 사고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민

들이 가꿈과 애착을 통해 더 넓은 범위에의 주권의식(a sense of

ownership over)을 갖는다는 Moore(2000)의 논의와 맞닿아있다. 그렇기

에 나의 마을에서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도 태양광 발전에 사업적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시설 반대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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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있었다.

태양광 시설 반대를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였다. 몇몇 반대주민들은 농촌 사람

들이 ‘근거없이 일단 반대하고 보는 경향’도 일부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또한 한 갈등사례 해당자가 다른 갈등사례 해당자에

대해 다소간의 님비주의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과 우리 마을의 반대는 무조건적 이기적 주장이 아닌 합

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몇몇 반대주민들은 이기주의로 보이는 현상이 단순히 보상을 바

라는 습관적인 반대가 아닌 사회적으로 무력감이 학습된 결과라고 보기

도 하였다. 자신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소통경로가 언제나 민원

이라는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트랙터와 같은 무력행위와

결사반대라는 극단적인 구호로 연결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많

은 연구참여자들은 옥천신문이 군민들의 제보에 열려있으며 온라인 여론

광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요소로 보았다.

(2) 참여와 장소애착

대다수 연구참여자들은 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이는 산자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이다. 산자부는 기술적 위해가 없는데

도 의견수렴을 한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허가 및 심의과정에

서 주민의견 수렴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형식적인 참여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사례 A

와 사례 C에서는 설명회를 통해 주민 반대가 더 강화되기도 하였다. 연

구참여자들에 따르면, 이미 갈등이 불거진 뒤에 하는 설명회는 설명회가

아니며(A1), 사업추진을 전제로 하는 설명회도 참여절차로 볼 수 없다

(C1). 이와 더불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는 ‘마

을일’이기 때문에 참여는 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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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시공업자들 역시 이를 고려하여 마을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최소한의 참여절차로서 일정규모 및 조건에 대해, 또는 시공업자

들이 자체적으로 미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 주민 동의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P1). 사례 D에서는 시공업자가 동

의서를 받으러 왔을 때, 아닌 밤 중에 홍두깨와도 같았다고 회상하였는

데, 결국 시공업자가 도로를 막아 건물을 고립시킴으로서 사실상의 협박

을 통해 동의서를 받아내고자 하였다(D1). 농촌 사회에서는 사업자들이

공격적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관례가 많은데, 태양광 발전시설도 이

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주변 주민뿐 아니라 참

여하는 주만조차 ‘돈만 대는 사람’으로 객체화시키고 있다.

  “사장님 이 땅을 하는거만 동의서만 써주면 제가 일체 서류를 다 해드릴게요 

돈도 자부담 하나도 안듭니다 융자고 뭐고 다 해드릴테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거죠.”(P1) 

요약하자면, 현재 일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참여

절차인 ‘설명회’나 ‘동의서’는 사업자중심적 형식적 참여절차로서, 공동체

적 적극적 참여와는 배치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절차적 민주성

이 확보되더라도 적절한 입지방식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참여자

도 있었다. 예컨대, 이전에도 농어촌공사가 습지를 매립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도 주민동의는 있었다. 그러나 작은 습지의 생태적 기

능에 비해, 같은 면적의 태양광발전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것을 참여적 절차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

이 있었다(T1). 따라서 절차적 민주성이 현 태양광 발전시설 장소입지에

서 필요충분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공동체적 장소애착과 함께 환경

적 가치 등이 함께 고려되는 보다 숙의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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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과 장소애착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보상을 좋은 해결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으며,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특히 경관, 자연, 마을의

일부를 돈을 통해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A1, C1 등). 공동체 차원에서 이미 경관을 통한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경제

적인 계산을 통해 보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들은 지가의 상승과 하락도 주요한 반대 근거로 꼽지 않았다. 이들

은 지가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어차피 이곳에서 평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아무 변화 없는 것이 가장 좋다는 입장이다. 또한, Bell et al(2005)의 연

구에서 드러난 바와 유사하게,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뇌물이라

여겨지면서 반대를 키운 사례도 있었다(P1). 보상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

선들을 종합해보면, 보상의 문제는 얼마나 보상하는가의 문제보다는 참

여와 합의과정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상 방법은 시공업자들이 선택하는 주요한 전략이다. 시공업자들 중

에는 처음부터 마을기금 이야기 하는 사람, 싸우고 나서야 금전적 해결

을 제시하는 사람, ‘법 좋아하는 사람’ 등의 유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금전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하는 경우,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복불복’인 현황이다(S1).

산자부에서는 혜택공유의 해법으로 주민주도형 농촌태양광 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를 하려고 해도 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심은 생김에도 참여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현재의 보상을 통한 유인이 장소에 대한 만족도를 넘어설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3) 자연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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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맥락은 앞선 개인적 맥락과 공동체적 맥락의 기반이 되는 맥락

이다. 자연은 현장에서 ‘경관’이라는 언어로 명명되고 있는데, 경관을 파

괴하는 것은 전체적인 장소애착을 침해(disruption)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에게 해당 경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주민들의 반대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

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으나, 경관은 확실히 가장 많은 빈도수

와 강도를 보이고 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살아가려고 하

는 주민들이 “아침에 눈만 뜨면” 보이던 숲대신 태양광을 보아야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료화하는 작업은 주민들의 장소애착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것이다.

물론 ‘경관이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라거나 ‘그 마을 경관은 좋다고하

기 어렵다’는 일부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경

관을 중요시 하는데 아니라고 무시하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것(Q1)

이며, 그러한 관점은 여전히 ‘장소애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마을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경관을 활용한 농촌 어메니티를 마을의 중

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대로 노력하여 가꾸어

왔다는 역사성과 마을의 ‘양지 바른 곳’으로 표현되는 정체성이 관련되어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참여사업 공모가 대중화됨

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자산화 된다. 이는 한계마을(박경철, 2014) 위

기에 처한 많은 농촌마을들이 살림살이 전략, 소득다변화의 전략이기도

하다. 농촌 마을은 국토 경관관리 차원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국

가적 차원에서 농촌살이를 지원해주지 않는다(J1)는 이장 연구참여자들

의 비판 역시 박경철(2014)의 논의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마을 자치를

통해 각 농촌공동체가 구상하는 경관의 활용계획이 있음에도(A1,B1,C2)

주변 조화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이질적 시설이 입지하는 것은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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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환경 관리에서의 또 다른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

또한 산지감소를 허용하는 재생에너지 개발 문제는 신생태주의(NEP)

의 관점에서 토론될 여지를 남긴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는 보존산

지를 훼손해가며 개발을 하는 것이 친환경적인가 하는 논의를 통해 시군

의 이격거리 조례 및 운영지침 제정을 권장한 적도 있었다. 일부 언론에

서는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의 장애물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지자체 및 주민행위자들의 우려가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종합

자연은 물리적 배경으로서, 사회적 경험과 유대를 담는다(Raymond,

et. al., 2010). 장소정체성과 자연유대는 모두 심리적 연결을 포함한다.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자연적 맥락은 이러한 개인적 맥락에 영향을 주

었으며, 공동체 맥락에는 심리적 자원뿐 아니라 경제적 자원으로서 활용

되기도 하였다. 물질적인 토대로서의 자연적 맥락은 경관이라는 구체적

인 지표이자 반대근거에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듯, 장소를 둘러싼 다층적인 문제를 단 하나의 관

점으로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설명방식

인 정보결핍이나 님비관점에 비해 장소애착이론은 문제지점을 폭넓게 파

악하고, 깊이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을 넓힌다. 정보결핍과 님비관

점은 정보, 참여,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내세우지만, 결

국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방적이

기 때문이다. 4가지 구체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갈등은 종결되지 않은 채로 공동체와 지역사

회에 상실감으로서 각인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태양

광 발전에 대한 갈등사례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큰 이론적 관점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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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이론으로 보인다.

종합하자면, 농촌공동체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은 장소변화를 의미한다.

그 장소는 우선 물리적인 요소로서의 산과 같은 자연환경 및 집과 같은

근린시설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농촌만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수렴

된다. 여기에 사회문화적인 부분은 이러한 물리적인 요소에 얽혀있으며

또 변화시켜가는 역할을 한다. 자연으로부터의 자아감, 농업을 통해 만들

어온 생태지식, 그동안 살았던 역사적인 노력들이 더해져 장소정체성, 장

소의존성, 장소애착 등을 형성한다. 더하여 최근 주민자치의식과 마을만

들기 사업 관심도가 높아지는 등의 변화도 발견된다. 이들과 조응하지

못한다면 태양광 시설은 계속하여 갈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2. 해결에의 함의

장소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맥락을 고려하여, 알려진 주요한

반대근거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하고자 한다.

1) 기술적 위해

현재의 법적 해석에 따르면, 태양광은 기술적 속성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두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이다.

이미 옥천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에서는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이 과

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홍보리플렛을 집집마다 배부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우려하듯, 이러한 정보제공형 방식은 설득

될 여지가 많지 않다. 더구나 농촌사회는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홍보를 늘려 이러한 선지식을 크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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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담당하는 주체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해성이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피해와 같은 특정 주제에 관해서는 동일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

문에 다양한 생물학·자연환경 상식이 지역사회에 공유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결국 이들의 신념을 단순한 과학실험 결과로 설득할 수 없을 것으

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농업위해성을 고려하여 ‘1년 동안 지어보고 이야기를

해보거나’, ‘만약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을 미리 논의하거나’하는 식

의 협상적인 방식을 선호하였다. 이에 비추어본다면, 과학조사 과정과 기

준을 세우는 데에도 일반주민이나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훨씬 설득

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연구참여자가 지적한 것은 구체적인 설치가 어떻게 되느냐

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기를 전공하였다는 한 연구참여자는, 전자파

도 공중에 퍼져나가면 무시할 만큼 작게 되는 것은 맞으나, ‘실제 설치

현장’에서 민가와의 거리가 3m이내가 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설치에 관한 훨씬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D1).

연구과정에서 독특한 현상 중 하나는 사례 B에서 설치했던 주민과 그

설비가 ‘모델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태양광

시설 설치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찾아와 구경을 하기도 하고 1:1로 설명

을 듣는 방식으로 태양광 시설 ‘답사’가 이루어졌다. 기술적 위해에 대한

우려는 다른 우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

로도 기술에 대한 설명과 해설은 가능하다.

2) 참여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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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

현 제도에서는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여기에 과정적인 참

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현실성과 법리조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입지제도는 지금 농촌사회에 있는 자치원리와는 완전히 배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에 관한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태양광 허가절차는 법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이격거리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

자체에 허가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Q1). 사례지인 충

북 옥천군의 경우, 읍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강변 또는 산골짜기 안에

위치한다는 경관적 특징을 지닌다. 재생에너지 입지과정을 지자체 경관

및 에너지계획에 포함시키고 향후 계획입지제도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권한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

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 분야간 협업은 필수적이다.

참여과정에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주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

장에서는 허가권자인 군청직원과 마을 대표자인 이장이 제도에서 파생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군청직원은 실질적 판단

권한은 없는 허가권자이지만 시공업자와 주민의 소통매개자의 역할을 하

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업무량이 포화된 상태이

므로 이들을 활용한다는 중재 계획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만약 공청회나 사전공개와 같은 참여과정 제도를 수립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한편, 마을주민 간 갈등사례인 사례 B에서, 이장, 사업주, 지역주민들

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원만한 참여와 해결방

식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사업주는 허가를 받던 시점부터 주변 사

람들에게 권유를 해 오면서 태양광 사업에 동참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

다. 이장 및 주변 사람들은 태양광 사업을 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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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통 과정에서 사업주는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싫어한다는 것

을 알고, 경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태양광 높이를 조절하고, 몇

년 뒤에 떼어 산지로 이전시키기 위해 천 만원을 추가로 들여 파일을 시

공하였다. 사업주, 이장, 면장, 주민들 등과 마을총회를 열어 자신이 설치

하게 된 태양광설비에 대해 설명하고 태양광 시설을 몇 년뒤에 옮기겠다

고 약속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정가능할 줄 알았던 마을 의견 차이가 부

동산업자를 시작으로 하여 큰 갈등으로 번지고, 당장 떼라고 하는 소수

주민들로 인해 갈등이 해결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주가 주민으

로서 ‘문화 규범’에 따라 행동한 지점들에서 주민들이 말하는 ‘참여’의 모

습은 ‘원만히’, ‘융통성있게’,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임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촌공동체의 자치규율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와는 다르게 땅 사용에 대한 공유관념도 여전

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자치의 조화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보상

반대주민들 사이에서 보상이 가능한가, 보상의 방식, 보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대부분 참가자들은 보상이나 이익

공유 방식자체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보상에 대한 견해를 종합해보면 다

섯 가지의 입장을 나타내었다.

첫째, 보상이 아닌 사업철회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연경관 또는

지역에서의 장소의 의미를 보상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A1, C4, D1

등). 둘째,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경제사업

인데 보상을 한다는 개념은 법체계상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Q1,

S1). ‘사업주가 돈 벌어서 남 줄 일 있냐’고 표현되기도 하였다. 셋째, 보

상은 효과적이지 않은 협상방법이라는 입장이다. 협상적 태도로 다가오

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보상해줄게’라는 방식은 갈등심화의 요인이다



- 92 -

(G2). 주민들에게 보상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비춰져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Q1).

넷째, 보상이 있다면 마을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기금

을 내거나 최소한 마을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방식 등이 언급되었다(J1).

옥천 외 일부 지역에서 마을 발전기금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R1).

마을기금은 어차피 큰 돈이 되지도 않는 다는 의견도 있었다(A1). 개인

적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연구참여자는 없었으며, 오히려 그런 시도

는 이장과 같은 특정 인물이 마을주민 몰래 동의서를 써줄 때나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였다(P1). 다섯째, 보상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이

다. 한 사례에서는 태양광 시공업자가 마을기금을 약속하고 원만하게 설

치하였으나, 약속이 보통 문서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설치후 약

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P1). 옥천지역 인근 추풍령 저

수지 태양광 사업에서도 지역민들에게 이익공유를 약속했으나, 일부러

부도를 내어 법인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

었다(C2, T1).

이를 바탕으로 보상문제에 대한 3가지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계약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옥천군의 경

우 자치조직이 활성화되어 비리가 들어서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지만,

공동체 자치체계가 미약할수록 암묵적인 거래로 인한 갈등유발은 농촌사

회문제화 될 수 있다. 제한적이나마 마을과의 계약체결을 양성화하는 방

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마을단위의 참여와 인센티브를 현실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자금 부족문제는 농촌사회 안에서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어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반대를 강화

하는 주요 요인이다. 현 농협융자형, 참여가중치가 중심이 된 영농형

REC가중치 외에도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작목반 등 익숙한 방식의 참여

방식과의 결합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보상 방식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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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문제와 불신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비물질적 보상에 대

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동체 맥락에서 기존 마을 사업 및 비전과의 조화

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배치되지 않는 해결방안을 고안해볼 수

있다.

3) 장소

주민들의 현장 언어를 이론적 질문으로 구성해본다면 “외지인들이 우

리의 경관을 파괴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공동

체의 주민들은 장소에 대한 주권 범위가 넓으며 오랜 기간 장소를 기반

으로 집단적 노력을 해왔다. 이는 경관을 공동자원으로 볼 가능성을 시

사한다. 이는 외지인이 소유한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또는 실

제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거나 관리할 권한에 대한 논의이다.

현대공동자원론은 공동자원 이용 권리와 권리주체에 관해 해결방법과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관에 관한

규정은 국토계획법과 경관법 외에도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건축

법 등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가와 전문가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나가고 있다. 경관이 가지는 의미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장소를 관리하고 있던 주체들을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

며, 이는 마을마다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지점

이 있을 것이다.

마을분위기나 이장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이 현재의 장소를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이장과 마을리더들이 태양광 시설이

마을의 발전방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이 조직적 반대행위로 발전하

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Devine-Wright(2011)는

재생에너지 입지갈등이 일어나기 전 주민들에게 장소의 의미에 대해 물

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자연환경과 장소의 의미에 대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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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접근할 때 해결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 보인다. 장소애착의 개

인적·공동체적 맥락은 반대행위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장소에 대

한 토론을 통해 변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과정적

접근에 대한 시행착오를 통해 신뢰를 누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Ⅶ. 나가며

1. 결과요약과 논의

이 연구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대하는 근거를 장소애착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질문은 농촌지역 태양광 시설 입지갈등은 구체적으

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농촌공동체는 ‘왜’ 반대하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3개월간 충북 옥천군에서 대표적 갈등사례 4개를 표집하였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 38명을 면담하였다.

갈등사례 분석에서는 정부, 충북도, 옥천군 차원의 정책변화를 검토한

뒤 갈등의 핵심인 개발행위허가과정을 중심으로 4개 갈등사례를 각각 기

술한다. 갈등전개방식 분석을 통해, 사업주나 설치장소가 다르더라도 행

위자의 역할과 갈등전개방식에서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위자는 설치주체, 반대주민, 허가주체가 있는데, 각각 사업주와 시공업

자, 이장과 농촌공동체 구성원, 군청과 군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뉠 수 있으

며, 이들은 현장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

전시설 입지를 인지하는 즉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며, 갈등속도가 빠르

고, 갈등종결이 불확실하다는 점으로 갈등전개의 특징을 종합할 수 있다.

반대 근거들이 장소애착의 어떤 맥락에서 강화되는지를 보기 위해 현

장수집 자료를 개인적 맥락, 공동체적 맥락, 자연적 맥락에서 분석하였

다. 개인적 맥락에서 해당 장소는 개인의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을 형

성하고 있었다. 공동체적 맥락에서는 공유한 역사에 의거하여 자치와 소

속감, 경제적 관심, 정치적 관심과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가 배치되고 있

었다. 자연적 맥락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으로부터 시골살이의 자아

감을 얻으며, 또 자연을 이용하는 경험에 의거하여 경관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었고, 환경적 가치를 우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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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자연적 맥락이 이러한 개인적 장소애착 맥락에 반영되며, 공

동체 맥락에는 다양한 심리적 경제적 자원으로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자

연적 맥락은 물질적인 토대가 되는데, 이 구체적인 지표로서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경관이다. 이를 통해 해결에서의 함의를 위해 태양광 발

전시설 입지갈등의 원인으로 알려진 3가지 반대근거인 ‘기술적 위해’, ‘참

여와 보상’, ‘장소’를 장소애착의 관점으로 재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논의지점을 다음

과 같이 던질 수 있다.

첫째, 과정적 접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장소애착을 고려했

을 때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과정적 접근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

인다. 이를 위해 참여절차에서 공청회, 신문 공고, 온라인 공고 등을 법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입지 절차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

다. 보상 역시 과정적 접근 안에서 양성화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 그러

나 참여와 이익공유의 제도와 역사가 부족한 우리나라에 단순 산업분야

로 분류되어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현실적으로 과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지 않다. 제도적 설계뿐 아니라 중재자 설정, 부처간

협력이나 역할 조정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과정적 접근이 어떻게 고안될

수 있는가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경관과 환경가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경관은 개인

적 공동체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도시계획위원회 가

이드라인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최근 산림파괴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우려하는 입장에

서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최근 임야가중치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은 재생

에너지 확대와 산림보호를 경제주의적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선 해결에의 함의에서 공동자원화를 통

한 경관관리를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제도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

는 역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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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비지 생산지의 분리 문제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경성에너

지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성에너지체제(A. B. Lobbins)가 제

안되는데, 연성에너지체제로서 에너지생산이 수요 지향적이고 지역 분산

적인 변화되는 것을 일종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안하고 있다. 현재 우

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증가는 지역 분산적 변화이기는 하지만, 여

전히 소비지와 생산지가 분리되어 있으며, 생산지에서의 갈등은 반복되

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경중을 가지는

문제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환경사회학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2. 연구 의의와 한계

반대근거에 대해 논의할 만큼 태양광 사업이 활발해진 것은 다양한 주

체들의 노력의 성과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한 에너지구조를 만

드는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장애가 되

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장소애착이론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생생

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을 통해 피상적으로 알 수

있던 반대근거들의 기저에 있는 구조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주민들 사

이의 논의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에 다양한 가치가 복합적으

로 응축되어있음을 밝혀냄으로써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개

선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논의지점을 던졌다. 이는 장소애착 접근이 현

실 문제의 진단에서 더욱 깊이 있는 고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칫 평

행선을 달릴 수 있는 입지갈등 논의를 보다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태양광 시설이 세워지고 있는 '농촌'의 사람들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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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연구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사례연구이기도 하면

서 동시에 공공인류학의 성과를 받아들여 ‘그들’의 사회적 대화의 흐름

(Geertz, 1998: 35)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으로

서, 끊임없이 여러 세계가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

고자 하였다.

물론 하나의 지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다른 세계로 해석해나가는 과정

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자치1번지’라고

불리는 옥천군의 지역언론 기능과 자치기능이 갈등해결의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엄밀히 드러내지 못했다.

앞으로도 갈등을 포함한 도입과정관리, 재생에너지 시설 관리, 폐기 및

업그레이드 등 후속 방안은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지금은

단순히 가중치, 개수, ㎾라는 숫자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차 한국

현실에 맞는 에너지전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지금과

같이 단순한 에너지원의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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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oppositions against solar power location are an issue of

growing importance in the context of renewable energy expansion in

Korea. Among global conflict cases about renewable energy location,

it is unusal phenomenon that even small solar power triggers

conflicts. This research analyzes local residents’ oppositional reasons

based on the place attach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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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questions are specifically ‘how’ solar power location

oppositions occur in rural areas and ‘why’ the rural communities

oppose against the location. To answer this questions, 4 typical

conflict cases are sampled in 3 months period of time in Okcheongun,

Chungbuk. Total 38 local residents are interviewed. To analyze field

collections, place attachment theory is used as a research frame to

represent this situation to the life.

The place is often understood as a segmented unit with quantative

analysis or an abstacted unit with same structure, Place attachment

theory, however, tries to recover placeness and place identity on the

viewpoint of existentionalism. Place attachment is complex

phenomenon, referring to emotional bonds between individuals or

groups and familiar places. This concept relates to both personal

place identity and local social capital developmen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ontext of place attachment on

conflict cases. Compared to Information Deficit Model and NIMBYism,

place attachment is easy to grasp subjective reasons of opponents.

According to place attachment context category suggested by

Raymond et.al(2010), this research covers personal context, community

context, and natural context. This analysis frame can explain solar

power location opposition focusing on liberal and psychological

process.

On the part of conflict cases analysis(Chap IV), 4 conflict cases are

described centering agreement process, which mainly causes conflicts,

under the government, Chungbuk, Okcheongun policy changes.

Conflict unfolding analysis figured out the similarity in actors’ role

and conflict unfolding ways, even if the owner and locatio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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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 Actors consist of establisher(owenr and developer), opposition

group(leader and local resident), licenser(officer and city planning

commission), and they play dynamic role in fiel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conflicts are immediacy of starting point, rapidness of

opposition process, and ambiguousness of conflict termination.

After coding field collections, opposition reasons are analyzed in

personal, community, and natural context based on place attachment

context model(Chap V). In personal context, the places formed

personal place identity and place dependence. In community context, a

self-governing system, membership, economic concern and political

concern historically run counter to the solar power location. In natural

context, local residents get ego-feeling as country person from nature,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landscape under the nature use

experiences, and express concern about natural value.

For the rural community, natural context reflects to personal place

attachment context and is utilized in community context as various

psychologial and economical resources(Chap VI). For them, the

landscape refers to natural context as a material base. In short,

mismatch between these contexts and solar power location causes a

lot of conflicts. To seek for solution of these conflicts, 3 commonly

known opposition reasons-technical harm, participation and reward,

and place- are reviewed from the viewpoint of place attachment.

This research describes and discusses the condensation of various

values in local society and suggests discussion points(Chap VII).

There are 3 suggestions for renewable energy location improvement

and energy transition : the process approach, the value of landscape

and raw nature, and the problem of division between energy



- 110 -

producing place and energy consuming place.

keywords : renewable energy, solar power, location conflict,

human geography, place attachment, rur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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