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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을 수립하며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태양

광 발전시설에 대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수준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

대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사회적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지자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자치법규를 제

정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8년 3월 기준, 전국 91곳의 기초지자

체가 동일한 형태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이 도로·주거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개발행위허가

를 해주는 제도(이하 ‘이격거리 규제’)이다.

하지만 이격거리 규제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어 재생가

능에너지 보급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든 기초지자체의 이격거

리 폐지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2017.03.)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오히려 

30여곳의 지자체에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이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

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과정을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격거리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초지자체의 

관련 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제도 현황을 파악·분석하였다. 현황 분석 결

과,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도로·주거지로부터 100m~500m 사이의 이격

거리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6곳은 도로로부터 800m~1,000m의 강한 이

격거리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21곳은 비가시권의 경우, 16곳은 인

근 지역 주민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 4곳은 주민사업자의 경우에 이격거

리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이격거



리 외에, 발전시설의 부지경계에 울타리나 차폐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조항도 70곳의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본론에서는 정책과정 모형에 따라, 정책형성의 원인분석과 정책

운영에 대한 정책참여자 입장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격거리 정책형

성 배경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개방형 질문과 전화인터뷰를 

실시하고, 답변을 유형화하여 복수집계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격

거리 규제의 의제설정 원인에 대해서는 82곳의 기초지자체로부터 유의미

한 답변을 얻었는데, ‘난개발 및 경관훼손 방지’(75곳, 91%), ‘주민민

원’(33곳, 40%), ‘산지훼손’(16곳, 20%), ‘지가상승 및 외지인의 경제

적 이익’(4곳, 5%), ‘인허가 쏠림 현상’(3곳, 4%), ‘환경저해시설인 

태양광으로부터 환경보전’(2곳, 2%) 순이었다. 다음으로 지자체별 특정 

이격거리 규제로 결정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총 39곳으로부터 유의미

한 답변을 얻었는데, ‘타지자체의 정책참조’(20곳, 51%), ‘산업통상자

원부 가이드라인 준용’(16곳, 41%), ‘광역지자체 가이드라인 참조’(4

곳,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답변은 정책참조를 통한 정책확산이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정책운영 단계에서는 문헌조사와 해남군 사례연구,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주요 정책참여자의 입장과 논리,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

석하였다. 태양광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은 이격거리와 관계없이 태양광

으로 인해 마을 경관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며, 기초지자체는 이격거리 

규제를 태양광 신청건수 자체를 감소시켜 난개발과 주민 피해를 방지해

주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조항을 합법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며 지지했다. 한편, 광역지자체(전라남도)는 산자

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과 도내 시군의 난개발 방지 사이에서 때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서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는 

이격거리 규제를 주민 민원 때문에 마련된 규제로 인식하고 이격거리 규

제 폐지를 유도하는 대신 이익공유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 증진을 도모하



려는 입장이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의 위해성이나 

산림훼손은 잘못된 편견으로, 불합리한 제도인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해

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지역의 난개발

과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주민 민원을 줄이기 위한 맥락에서 마련되었음

을 밝히고, 주요 정책참여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 이격거리 규제가 오히려 난개발과 산림훼손을 유발할 수 있으며 태

양광 보급 확대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정책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책방안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각종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결과와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태양광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먼저 지역의 경

관 가치를 고려하기 위해 ‘인근 주민의 경관 영향을 고려한 인허가 시

행’과 ‘기초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주민수용

성 제고를 위해서는 ‘태양광 위해성 평가 연구 실시 후,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통한 대중 인식 개선’과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 마련 및 활성

화’를 주요 정책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여러 이해관

계자가 관여되어 있는 만큼, 관련 정부 부처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실현에 관건이 된다. 이러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우리나라의 지속가

능한 에너지전환이 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 에너지전환, 재생가능에너지, 태양광 정책, 태양광 갈등,

주민수용성, 이격거리 규제

◆ 학 번 : 2016-28825



목 차

.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대상 및 범위 ···········································································6

3. 논문의 구성 ·····················································································8

.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검토 ·············································10

1. 이론적 논의 ···················································································10

1) 에너지전환 이론 ·····························································································10

2) 재생가능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논의 ·························································12

2. 선행연구검토 ···················································································17

1)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연구 ·········································································17

2) 재생가능에너지 주민수용성 연구 ·······························································19

. 연구방법과 분석틀 ································································22

1. 연구방법 ·························································································22

1) 정책과정 모형 ·································································································22

2) 질적연구방법과 정보공개청구 ·····································································24

3) 사례연구와 심층인터뷰 ·················································································27

2. 연구의 분석틀 ···············································································31

. 우리나라 태양광 현황과 정책체계 ·································· 33

1. 우리나라 태양광 현황 ·································································33

2. 우리나라 태양광 정책 개괄 ·······················································37

3. 지자체의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41



4. 지자체의 이격거리 현황 분석 ···················································43

. 지자체 이격거리 정책과정 분석 ·······································48

1. 정책형성 단계: 이격거리 제정 원인 분석 ································48

1) 이격거리 정책의제 설정 원인 ·····································································48

2) 이격거리 규제 결정 요인 ·············································································54

2. 정책운영 단계: 이격거리 운영에 관한 정책참여자 입장분석···61

1) 반대 주민 ·········································································································61

2) 기초지자체 ·······································································································67

3) 국토교통부 ·······································································································71

4) 광역지자체 ·······································································································73

5)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77

6) 사업자 ···············································································································82

7) 소결 ···················································································································88

. 결론 ···························································································91

1. 연구결과 요약과 논의 ·································································91

1) 연구결과 요약 ·································································································91

2)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94

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96

1) 지역 경관 가치를 고려한 정책방안 ···························································98

2)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100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03

■ 참고문헌 ····························································································106

■ 부록: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현황 ··· 112

■ Abstract ·····························································································126



표 차례

[표 1-1] 연구의 흐름도 ······················································································9

[표 2-1] 재생가능에너지 수용성 증진을 가져오는 9가지 기준 ·················14

[표 3-1] 전수조사 개방형 질문 문항 ····························································26

[표 3-2] 전화인터뷰 대상 및 목적 ································································27

[표 3-3] 해남군 기초 현황 ··············································································29

[표 4-1] 공급인증서 가중치 2차 개정 사항 ················································39

[표 4-2] 태양광 발전사업의 절차 ··································································41

[표 4-3]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예시 ··········································42

[표 4-4] 연도별 이격거리 규정 제정 현황 ··················································43

[표 4-5] 이격거리별 지자체 수 (2018년 3월 기준) ········································44

[표 4-6] 광역지자체 별 이격거리 규정 보유 기초지자체 수 (2018년 3월 기준) ··45

[표 4-7] 개발행위허가 규정 중 특이사항 (2018년 3월 기준) ······················47

[표 5-1] 이격거리 정책의제 설정 원인 유형 ··············································49

[표 5-2] 장흥군 이격거리 예외조항 ······························································53

[표 5-3] 이격거리 규제 결정 요인 유형화 ··················································55

[표 5-4] 충청남도 가이드라인의 이격거리 조항 ········································60

[표 5-5] 반대 주민들의 민원사항 ··································································62

[표 5-6] 인터뷰 대상 기초지자체의 이격거리 변동사항 및 주요 이유·····67

[표 5-7]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 ························································73

[표 5-8]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2017.03) ································79



그림 차례

[그림 1-1]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현수막(충북 음성군) ·····························2

[그림 2-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에너지전환 ··································12

[그림 2-2] 재생가능에너지 사회적 수용성의 세가지 차원 ······················13

[그림 2-3] 재생가능에너지 사회적 수용성의 세 차원과 조건 ················15

[그림 3-1] 정책과정 모형 ················································································23

[그림 3-2] 본 연구의 분석틀 ··········································································32

[그림 4-1] 연도별 국내 태양광 신규 보급용량(발전) (단위: MW) ············34

[그림 4-2] 광역지자체별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2016년) (단위: MW) ······ 34

[그림 4-3] RE3020 목표치 ···············································································35

[그림 4-4] 재생가능에너지 원별 신규설비 보급용량 및 비중 전망 ·········· 35

[그림 4-5] RE3020 사업주체별 보급 계획 ···················································36

[그림 4-6] 태양광 인허가 별 담당주체 ························································42

[그림 5-1] 이격거리 정책의제 설정 원인 답변 결과 ································51

[그림 5-2] 이격거리 규제 결정 요인 답변 결과 ········································56

[그림 5-3]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대책위원회 집회 시위 ················87

[그림 5-4] 주요 정책참여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 ····································90

[그림 6-1]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 정책제언 ··················97



- 1 -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 분산형 전원으로의 에너지전환 논의가 진행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

의 일환으로 탈원전 선언을 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며,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

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6년 3.6%에서 

2029년까지 11.7%로 확대하겠다던 이전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재

생에너지 신규설비를 보급하고 그 중 태양광, 풍력을 80% 수준으로 보

급해야 하며, 현 보급추세인 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GW씩 추가 보

급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7.06). 이에 주관부

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안 (2017.02)’

과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2017.03)’등을 통해 입지, 투자, 

환경 등 총 7건의 규제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재

생가능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도모하는 반면, 지역

적 수준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반대하

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남 해남, 충북 괴산, 충남 홍성, 경남 고성 

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총 태양광 설비용량인 약 4.6GW 중 약 6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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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늘어나

는 추세이다.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현수막을 내걸거나 기자회견을 통

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대부분 난개발, 산림 훼손, 지가상승, 온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전자파·빛반사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 등

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외부인이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자 하는 경우,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 

또한 주민들의 주요 반대 요인으로 드러난다. 풍력 발전이 아닌 태양광 

발전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례는 외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경로로 가야한다는 국가적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지역적 수

준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으로 인해 반대에 부딪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되는 상황이다.

[그림 1-1]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현수막(충북 음성군)

(출처: 남기중,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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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여러 기초지자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규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형태의 규제를 신설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가 도로 혹은 주거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

해야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 형태의 제도(이하 이격거리 규제)이다. 많은 

언론기사나 세미나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민들의 태양광 설치 반대 민

원, 즉 태양광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때문에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반발 여론에 밀려 신재생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아

가고 있다.”1)

“지자체가 신재생 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개정하는 까닭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과 관계가 깊다는 게 정부·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

이다.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기관·단체장의 경우 주민 다수의 의

견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를 달리 추진할 수밖에 없다.”2)

한편, 이로 인해,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

였더라도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정에 부적합하여 태양광발전 인허가 불허 

통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산업통

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17년 3월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송부하여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폐지 혹은 완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기본적으로 설정·운영

1) 손해용. (2017.08.08.). ‘탈(脫)원전’ 막는 ‘친환경’…전국 곳곳에서 신재생 에너지 

갈등.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826002

2) 최덕환. (2017.01.02.). [신년기획]신재생, 정부·지자체 갈등...열쇠는 주민수용성. 

이투뉴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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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되, 예외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격거리는 최대 100m

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

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도 30여곳의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법규를 신설하

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는 실정이다.

정리하자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지역적 수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현상이 나타나, 주민과 사업자 간의 사회적 갈등이 야기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기초지자체들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자치법규 형태로 도로·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제를 마련해서 운영 

중이나, 이것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어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

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든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를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되는 기초지자체의 이격거

리 규제가 어떠한 정책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지자체들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의제설정 원인과 제도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이격거리 규제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참여자들의 입장과 상호작

용은 어떠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초지

자체의 관련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제도 현황을 파악·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 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를 제정하게 된 정책의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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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경과 정책결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격거리 규제가 운영되

는 단계에서 주요 정책참여자들이 각각 어떤 입장을 표출하고 있으며 서

로 어떻게 입장이 얽혀있는지, 이러한 정책참여자 간 갈등과 논의의 결

과가 이격거리 규제에 어떠한 피드백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

한 정책과정 분석을 통해, 마지막으로는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앞으로 정부가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에서 고려해야할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례가 전세계적으

로 드물고, 그에 따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와 같은 제도를 보유한 국가

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나, 이와 관련한 연구논문이 아직 없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태양광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차원을 넘어서서, 그로 인해 파생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

제라는 제도의 결정과 운영, 변동 과정을 분석한 논문은 아직 없었기에 

기존 연구와도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함의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제정 배경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규제 운영에 대한 주요 정책참여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

써, 이격거리 규제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

는지, 문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방안인지를 밝힌다는 데에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논의에서, 특히 태양광 보급 정책

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적합한 정

책방안을 제언하였다는 데에서 연구의 독창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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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범위

연구대상과 분석단위는 2018년 3월 기준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91곳의 기초지자체이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조례’, 

‘도시계획조례’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이격거리 조항을 가지고 있는 기초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91곳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격거리 현황 분석 단계에서는 91곳 기초지자체의 개

발행위허가 제도의 조항을 분석단위로 삼고 정리하였다. 도로, 주거지로

부터의 이격거리 현황과 더불어, 비가시권, 주민 동의, 주민 사업자 등의 

예외 조항과 주민설명회 개최, 차폐시설 설치 등의 권고 사항 등의 법규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별로 해당 규정의 제정 일자와 개정한 

경우 개정 일자, 개정 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제도 형성 단계에서는 91곳 지자체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혹은 전화인터뷰의 방법을 

통하여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제도 운영 단계에서는 기초지자체뿐

만 아니라, 이격거리 규제의 주요 정책참여자로 주민, 사업자, 기초지자

체, 광역지자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를 설정하고 각각의 

입장과 상호작용을 분석하려 하였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가장 기초

적인 갈등을 보이는 대상인 주민과 사업자, 그리고 이격거리 규제를 제

정해서 운영 중인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자

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제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이

격거리 규제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역지자체와 산업통

상자원부 및 국회가 주요 정책참여자라고 판단하고 연구대상을 한정지었

다. 시간적 범위는 정책참여자가 관련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2009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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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 연구가 종료되는 2018년 6월까지이다.

모든 정책참여자를 만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기에, 사

례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입장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는 문헌연구로, 기초지자체와 주민은 해남군의 사례연구로, 

사업자는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힌 경력이 있고, 태양광 발전사

업자들을 대표할만한 상당한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사)한국태양광발전

사업자연합회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입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가지고 있는 91개 지자체로 연

구 범위를 한정하여 범위 내에서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정책과정 모형

이라는 분석틀에 기초하여 연구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적합한 분석

단위를 설정하고 복합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설득력

과 논리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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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에서는 연

구의 배경과 목적, 대상 및 범위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에너

지전환 이론과 재생가능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갈등과 주민수용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

였다. 제 3장에서는 정책과정 모형, 질적연구방법과 정보공개청구, 사례

연구와 심층인터뷰 등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현황과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지자체의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법적근거 등을 서술한 

뒤,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내용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였다. 제 5장의 제 1절에서는 이격거리 규제의 형성 원인을 유형

화하여 분석하고, 제 2절에서는 이격거리 운영에 대한 주요 정책참여자

의 입장과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연구결과 

요약과 논의,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아래 

[표 1-1]에서 앞으로 진행될 이 논문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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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검토

― 문헌연구

� 에너지전환 이론

� 재생가능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논의

�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연구

� 재생가능에너지 주민수용성 연구

3장 ―

연구방법과 분석틀

� 정책과정 모형

� 질적연구방법과 정보공개청구

� 사례연구와 심층인터뷰

� 연구의 분석틀

4장 ―

태양광 현황과 정책체계 

―
문헌연구

전수조사

� 태양광 현황

� 태양광 정책 개괄

�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 이격거리 현황 분석

5장

―

이격거리 제정 원인 분석

―
정보공개청구

심층인터뷰
� 이격거리 정책의제 설정 원인

� 이격거리 규제 결정 요인

―

이격거리 운영에 관한 정책참여자 

입장분석
―

사례연구

심층인터뷰

문헌연구
� 정책참여자 별 입장분석

� 소결(정책참여자 간 상호작용)

6장 ―

결론

� 연구결과 요약과 논의

�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표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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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검토

1. 이론적 논의

1) 에너지전환 이론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분배, 소비는 물론 에너지정책의 결정은 

일정한 사회적 체계의 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에너지체제’라 

한다(Winner, 1982, 윤순진, 2003: 270에서 재인용). Lovins(1976)는 이러

한 에너지체제를 ‘경성에너지체제(Hard Path)’와 ‘연성에너지체제

(Soft Path)’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경성에너지체제’는 화석연

료와 원자력을 바탕으로 거대자본과 거대기술로 구성되는 공급 위주의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 이용방식이다. 경성에너지체제에서 소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중단 없는 에너지 공급을 기대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 희생 합리화는 물론, 정치권력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된다(조석, 

2017: 369). 반면, ‘연성에너지체제’는 재생가능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로 적은 양의 에너지를 대형수송 설비 없이 공급하면서, 소비자 

수요를 조절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에너지 수요도 

함께 줄이는 방식을 의미한다(Ibid: 370).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산업화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성에너

지체제가 확대재생산 되어왔으나(윤순진, 2003: 270), 최근 경제, 사회, 정

치,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연성에너지체제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전환’이란 이러한 중앙집중형 경성에너지체제에서 분산

형 연성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에너지원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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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수송·소비 구조를 비롯하여 이와 연관

된 정치·경제·사회적 요소들도 동시에 변화하고 재배열되는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한다(한재각, 이정필, 2014: 74). 윤순진(2003: 

277-281)에 따르면, 분산형 전력체제가 중앙집중형 전력체제보다 다음의 

측면에서 더욱 지속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중앙집중형 전력체제에서는 한 곳에서 대규모로 전력을 생

산하고 다양한 지역으로 전력이 수송·소비되기에,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된다. 따라서 전력 생산·수송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피해가 화력

발전소와 같은 전력생산지와 송·배전 설비가 위치한 소수의 지역에만 

집중된다. 주로 편익은 도시 혹은 교외 사람들에게, 사회적 비용은 정치

적으로 약한 농촌 농민들에게 할당되어(Lovins, 1976: 92), 지역간 불평

등, 즉 환경부정의가 발생한다. 이러한 설비들은 지역의 경관 훼손, 생태

계 훼손, 전자파 피해 등의 환경·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다.

반면, 지역분산적인 전력체제에서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지

역별로 균형있게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선택한 에너지 시스

템의 비용과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의 이용과 통제가 민주

적이다. 또한 전력 수송의 거리가 짧아 수송에 필요한 송전탑 등의 시설

이 불필요하게 되어 에너지 사용의 외부효과인 환경·사회적 피해를 최

소화할 수 있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어느 한 곳에서 문제

가 발생할 경우 파급효과가 한 지역에 한정되기에 시스템 전체에 파급효

과가 미치는 중앙집중체제에 비해 사회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다. 아래 

[그림 2-1]은 이러한 분산형 에너지체제로의 전환과 그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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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에너지전환

(출처: 윤순진, 2003: 281)

2) 재생가능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논의

전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재생가능에

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특히 풍력 발전의 경

우, 대중에게 기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매우 높은 지지가 나타나

지만, 실제로 풍력터빈의 입지를 결정하고 지역에 설치하려 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책 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

한 재생가능에너지 설치의 장애물이 되는 비기술적 요인들을 설명하려는 

맥락에서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npta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Wüstenhagen, Wolsink, & Bürer, 2007).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그림 2-2]와 같이 세 

가지 차원, 즉, ‘사회정치적 수용성(Socio-political acceptance)’,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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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용성(Market acceptance)’, ‘주민수용성(Community acceptance)’

으로 구성된다(Wüstenhagen et al., 2007).

[그림 2-2] 재생가능에너지 사회적 수용성의 세가지 차원

(출처: Wüstenhagen, Wolsink, & Bürer, 2007: 2684)

Sovacool & Ratan.(2012)도 수용성 확보를 위한 9개의 기준을 [표 

2-1]과 같이 제시하고, 각각을 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아래 [그림 

2-3]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이들은 이 세 차원의 수용성이 넥서스 형태

로 모두 충분할 때, 즉 사회정치적 체계가 주민의 관심과 시장의 동력을 

함께 끌어낼 수 있을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빠른 촉진이 가능해진다고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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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기준 설명

사회정치적 

수용성

강한 제도적 

역량

� 국가 차원에서 정부 부처 또는 에너지 부처의 

재생가능에너지 전용 프로그램 또는 하위 

부문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

�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연구 기관을 후원하는 

것.

정치적 공약
� 정치적 리더가 재생가능에너지 촉진에 중점을 

두는 것.

우호적인 

법·규제 

정책

� 법과 규제가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

� 독립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자(주택 소유주 

포함)에게 전력망에 대한 접근성이 주어진 것

� 국가 간 상호연결 표준(standard)이 존재하는 것.

� 규제 변화가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발생하는 것.

시장수용성

경쟁력 있는 

설치/생산 

비용

� 정부 인센티브, 큰 자본 기금, 강한 지역 

제조업에 기반하여,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 

다른 에너지 공급원에 비해 경쟁력 있는 

비율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

정보/피드백

을 위한 

메커니즘

� 투자자, 사용자, 생산자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가격, 기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성을 가진 것.

재정 접근성

� 생산자, 제조업자, 사용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내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특정 정부 자금 조달 계획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주민수용성

커뮤니티/주

민의 소유권 

및 사용

�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이 지역적으로 

설치되고, 소유되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참여적인 

프로젝트 

입지 선정

� 주민과 커뮤니티가 그들 근처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입지 선정이나 허용 

결정에 관여되는 것.

외부효과/긍

정적인 공공 

이미지에 

대한 인식

� 커뮤니티 구성원이 전통적인 에너지의 환경적 

영향과 재생가능에너지의 혜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하면서 강한 공공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출처: Sovacool & Ratan, 2012: 5272)

[표 2-1] 재생가능에너지 수용성 증진을 가져오는 9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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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재생가능에너지 사회적 수용성의 세 차원과 조건

(출처: Sovacool & Ratan, 2012: 5271)

먼저 사회정치적 수용성은 가장 일반적인 사회적 수용성으로, 재

생가능에너지 기술 및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더불어, 핵심 이해관

계자와 정책행위자의 수용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시장수용성은 혁신

에 대한 시장 채택의 과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 특정 사업의 입지

선정과 별개로 - 녹색전력에 대한 수용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내의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혁신에 대한 수용도 등을 말한다. 이들은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의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시장수용성은 사회

정치적 수용성과도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주민수용성은 지역 주민과 지

방정부 등 지역 이해관계자의 특정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와 입지 결

정에 대한 수용도를 의미하며,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공유되는지, 정책

결정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등을 포함하는 가장 구체적인 사회적 수용성

이다.

Bell, Gray, & Haggett(2005)과  Sovacool & Ratan(2012) 등은 재

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개인의 인식 간에 차이가 발생함을 

밝히고, 이를 ‘사회적 괴리(Social gap)’라고 명명했다. 이는 재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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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에 대한 사회정치적 수용성은 높은 반면, 주민수용성은 낮은 현상

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Bell, Gray, Haggett, & Swaffield(2013)는 

사회적 괴리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단순 NIMBY 현상뿐만 아니라, 풍력

에 찬성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결핍

(democratic deficit) 문제와, 크기, 개수, 의사결정과정, 경제적 이익의 정

당한 배분 등 물리적, 맥락적, 지역적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지하

는 조건부 지지(qualified support) 현상, 특정한 장소에 대한 애착에 근거

한 장소 옹호 현상 등을 지적했다.

한편, Wüstenhagen et al.(2007)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괴리가 발생하는, 즉 주민 수용성이 낮은 배경을 재생가능에너지의 특징

에서 찾으려 했다. 첫째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은 전형적인 발전소

에 비해 소규모인 경향이 있어, 더 많은 입지 결정이 필요하다. 때때로 

사실상 개인의 투자 결정으로 입지 결정이 되면서 주민의 반대를 사게 

된다. 둘째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밀도를 낮추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관 영향(산출 전력량(MWh) 대비)이 높아진

다. 따라서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보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가 시민

들의 삶에 더 가시적이게 되면서 그들의 거주지 더 가까운 곳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는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신뢰 세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지적

했다. Sovacool & Ratan (2012)도 비슷한 맥락에서, 많은 공동체/개인의 

소유 및 사용, 시설 입지 결정 과정에의 참여, 외부성 혹은 긍정적인 공

공이미지에 대한 인식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

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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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검토

1)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연구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

례인만큼 관련 해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국내 연구 역시 한

정적이었다. 먼저 장창석, 김선경(2017)은 Q방법론을 활용하여 충남 서천

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갈등에서 지역 주민들이 갖는 주관적 인식

유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민들은 ‘부정적 우려형’, ‘정

부주도의 문제해결 촉구형’, ‘적극적 참여 주도형’, ‘실리적 타협

형’으로 4가지 유형의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특성 중 거주

지역, 연령, 소속 변수에 따라 인식 유형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

혔다. 또한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명확한 

입지선정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이나 

변수에 따른 차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향후 입지 갈등 전략 구상에 있어 이들 변수들의 특성에 따라 

보다 차별화되는 포지셔닝 접근 전략이 요구된다.”라고 마무리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2016)은 강

원 영월의 태양광 갈등과 전북 장수의 풍력 갈등을 ‘사회공간적 이해’

와 ‘관계론적 이해’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갈등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재생가능에너지 갈등의 완화와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생가능에너

지 지원·규제 제도의 명확화 및 조화성 확대, 개발행위허가지침의 합리

화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기존의 갈등예방 및 해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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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적극적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영월 태양광 갈등의 경우, 

지역주민, 지자체, 개발업자가 한 편이고, 반대편에는 이들로부터 해당 

사업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인식된 중앙정부가 서로 대립한 구도로(ibid: 

83), 일반적인 태양광 갈등과 굉장히 다른 독특한 사례였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갈등의 경우 지역주민과 개발업자가 서

로 대립하고, 지자체나 정부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개입하는 갈등 양상

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전형적인 태양광 갈등에 관한 연구가 추가로 필

요하다.

한편, 안세웅, 이희선(2011)은 국내 태양광 및 풍력단지의 건설·

운영 사례에서 나타나는 환경·사회적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외의 

긍정적 사례들을 분석하여 갈등의 최소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하고자 하였다.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환경·사회적 갈등 쟁점으로 생태

계 훼손 및 직접 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토지전용 및 산림굴착

의 부작용, 사업 과열 양상에 따른 부작용 네 가지를 꼽았다. 이러한 갈

등의 주된 원인이 지역 환경 훼손, 발전시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발

전사업에 따른 지역 이익의 부재, 환경규제 및 관리상의 문제임을 밝히

고, 해결방안으로 발전사업 지침 개선 및 강화, 사업설명회 규정 강화, 

이해당사자의 참여 확대 방안과 더불어, 대안 입지와 해상풍력의 조속한 

시행 등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재생가능에너지 중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갈등은 연구된 바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

러싼 지역 내 갈등을 이해하려는 차원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태양광 갈등을 해결 혹은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지자

체의 제도에 관한 연구 역시 부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양광 발전시

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제도화되어 나타난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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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거리 규제의 정책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갈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갖는다.

2) 재생가능에너지 주민수용성 연구

재생가능에너지 주민수용성 개념 자체가 풍력발전의 지역적 설

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풍

력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해외의 경험적 연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대체로 주민 참여의 중요성에 주목한 사례연구들이었다. Jami 

& Walsh. (2017) 는 ‘주민들의 참여 정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라는 연구질문을 세우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내 다섯 개의 풍

력프로젝트의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의 대표자들을 인터뷰했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공동 의사결정’, 즉 의사결정에 주민, 더 나아가 이해관

계자들을 참여시키는 전략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더 나아가 발전사의 

가능성, 신뢰, 커뮤니티 내에서의 관심과 참여, 지역 커뮤니티의 프로젝

트 재정적 소유, 조기 관여(early involvement), 지역 커뮤니티의 의미있

는 참여,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중간지원조직(knowledge-broker)의 

존재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Jakobsen. (2008)는 ‘계획 단계에서의 주민 

참여’와 ‘주민 소유’가 풍력발전에 대한 주민수용성 증진에 중요하다

고 주장하며 덴마크의 삼쇠(Samso) 지역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지

역에서 의사결정과정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었으며, 지역 주민이 실제로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경관 등 지역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 투자자, 협동조합, 지자체 등 다양한 지역 소유 모

델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향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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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기여했다.

다음으로 지역 공동체의 공유 모델(community co-ownership 

model)이 지역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임을 밝힌 경험연구들도 있었다. 

Musall & Kuik. (2011)는 독일 남부의 두 지역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진

행한 결과, 공유 모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지역 내 재생가능에너지뿐

만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전반에 걸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을 밝혔

다. 그 외에도, Noll, Dawes, & Rai. (2014) 는 수용성 제고에 있어 ‘특

정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혔다. 시민들로 이루어진 태양

광커뮤니티조직(Solar Community Organizations, SCOs)이 투명한 정보 전

달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발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Jones 

& Eiser. (2010)는 영국에서 풍력발전 설치지역과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

라 주민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해상풍

력단지에 가장 우호적이었고, 육상풍력단지의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곳

일수록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가능에너지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이상훈, 윤성

권(2015)이 유일했다. 이 연구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적 정의, 신뢰, 분배적 정의 중, 경제

적 인센티브와 연결되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내 여건에서 이익공유체계로 주

민참여형 풍력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첫째, 지자체나 공공부문이 풍

력발전소 조성을 주도하고 주민들이 출자에 참여하는 방안, 둘째, 지역

의 기존 조합이나 에너지협동조합이 주도하여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민으로 구성된 조합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 셋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주민들이 풍력 사업에 출자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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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주민수용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

과, 국내외 모두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경로로 가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지역적 수준에서 특히 풍력발전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낮

아 발전시설 설치를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론적 연구들에 따르면 주민수용

성은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신뢰, 이미지 등의 요인들로 획득된다. 

경험적 연구들 역시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가장 주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와의 이격거리와 특정 조직의 지원 등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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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과 분석틀

1. 연구방법

1) 정책과정 모형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가 지자

체의 조례 혹은 예규 형태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형성되고 운

영, 변동되는 일련의 과정을 구분한 ‘정책과정 모형’을 사용해 연구의 

분석 범위와 단계를 정하였다. 정정길 외(2010: 14)에 따르면, 정책과정의 

단계모형은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에 여러 문제들 중 일부는 정부에서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신

중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정책의제 설정’단계이다. 이러

한 정책문제를 해결하여 달성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고안·검토하여 하나의 정책 대안을 채택하게 되는

데 이것이 ‘정책결정’ 단계이다. 결정된 정책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단

계가 ‘정책집행’이며, 그 결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등 정책효과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정책평가’ 단계이다. 정책효과와 비용 등

의 평가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집행전략을 수립하면 정책집행 단계로 환

류되는데, 이 과정이 ‘정책변동’이다. 아래 [그림 3-1]에서 이러한 정

책과정의 흐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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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정책과정 모형

(출처: 정정길 외, 2010: 14)

이러한 정책과정에는 해당 정책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다양한 정책참여자들이 가진 입장이 

각각 상이하므로 그들 사이에 복잡한 갈등과 조정 등의 상호작용이 나타

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의 경우 민원인들

의 요구와 더욱 직결되는 등 지방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만, 중

앙정부의 정책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김시윤, 김정렬, 

1998: 149).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는 합법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정부， 광역정부 및 지방정부 같은 

공식적 참여자와, 합법적 권한은 없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

주민， 이익집단， 지역언론 등 비공식적 참여자가 참여하여 다층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고경훈, 2010: 77).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정책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익

집단과 시민, 정책결정자 간의 갈등은 물론, 공식적 참여자 간에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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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의 조직 간 갈등,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갈등, 중앙정부 혹은 

광역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중앙정부의 부처 간 경쟁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갈등의 경우, 

결정해야 할 정책문제가 여러 부처와 연관될 때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

으로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므로 타 부처의 관

할권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남궁근, 2017: 201). 그런데 재생

가능에너지와 환경 이슈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정책문제의 경우에는 부처별로 형성된 상이한 정

책 지지집단과 수혜집단이 존재하므로, 부처 간 정책갈등이 발생하게 된

다(ibid).

따라서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고 변동되는 정책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각 정책참여자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그들 간의 갈등과 조정의 상호작용이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2) 질적연구방법과 정보공개청구

본 연구에서는 이격거리 규제의 제정 원인과 운영 과정에서의 

정책참여자들의 입장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은 문제나 이슈를 탐색하고, 쉽게 측정될 수 없는 연구참여

자들의 복합적인 관점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Creswell, 2015: 69). 우리

나라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라는 동일한 이슈에 대해 각 이해관계

자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 이에 이격거리 규제의 형성을 하나

의 사회적 과정으로 보고, 이 제도가 형성된 사회적 배경과 맥락,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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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과 논의가 지

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로 제도화되고 변동되는 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질적 연구자들은 대체로 단일한 자료 원천에 의존하기보다는 면

접, 관찰, 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수집·검토·이해하며, 그것

들을 모든 자료 원천을 관통하는 범주나 주제들로 조직화한다(ibid: 67). 

또한 연구과정 전체에서, 연구자들은 자신이나 선행연구의 저자들이 사

용한 의미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문제나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미

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ibid: 6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이격거리 규제에 관해 정책참여자들의 입장이 표출된 문서와 기

사 등을 검토하였다. 주로 산자부, 국토부에서 내는 보도자료나 각 지자

체에 송부한 공문들, 국회 발의안, 발전사업자연합회의 국민청원과 민원 

내용과 같이 각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문서를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을 보도한 지역신문 기사 등을 통해 

반대 주민들의 입장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문헌검토 이외에, 관찰 

방법을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8년 5월 30일에 진행된 ‘태양

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의 청와대 앞 집회 시위를 직접 

관찰하며 사업자들의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알아내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한 방법은 ‘정보공개청구’ 방

법이다. 91곳 지자체의 정책형성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부 지자

체를 정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기보다,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질문을 하

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

이 더 객관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동일한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정보가 존재할 시에 담당 공무원이 10일 내에 답

변하는 ‘정보공개 제도’을 활용하였다3).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이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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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 아래 [표 3-1]과 같은 개방형 질문 

세 문항을 동일하게 접수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개방형 질문을 한 

이유는, 여러 기사들은 이격거리 규제가 주민민원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에 특정 이유에만 한

정짓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한 사전에 여러 가설을 세우고 폐쇄형 질문

을 할 경우 제시된 이유에만 답변이 한정될 소지가 있기에, 개방형 질문

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1.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로·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제를 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이격거리를 그 거리(예시: 도로로부터 100m, 주거지로부터 500m)로 설정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예규 제정 이전에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내부

적으로 어떤 논의를 거쳐 조례를 제/개정하게 되었습니까?

[표 3-1] 전수조사 개방형 질문 문항

또한 정보공개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초기에 이격거리 규제를 

만든 지자체, 정책변동을 겪었거나 여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자체

의 경우에는 전화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군/도시 계획 조례나 태

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의 공무원과 각 10~30분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한 기초지자체 대상과 인터뷰 목적

은 아래 [표 3-2]와 같다.

3) ‘정보공개 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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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기초지자체 인터뷰 목적

전라

남도
영광군청

� 전국 최초 이격거리 규제를 제정한 지자체로, 제도를 

제정하게 된 맥락과 배경

� 여러 정책 대안 중 ‘이격거리 규제’로 결정한 요인

전라

남도
무안군청

� 전국에서 2번째 이격거리 규제를 제정한 지자체로, 

제도를 제정하게 된 맥락과 배경

� 여러 정책 대안 중 ‘이격거리’로 결정한 요인

� 이격거리를 폐지하였다가 다시 완화 제정한 이유

전라

남도
장흥군청

� 이격거리 예외조항으로 ‘주민동의 & 15% 마을발전

기금’ 조항을 넣은 이유와 목적

� 발전기금으로 15%라는 수치를 정하게 된 이유

전라

남도
신안군청

� 이격거리 완화 (도로 1,000m, 주거지 500m → 100m, 

100m)한 주요 계기와 이유 (지자체장의 의지, 중앙정

부나 광역지자체의 요청, 태양광 활성화 등 군의 방

침 등의 작용 여부)

� 이격거리를 강화한 지자체보다 태양광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은지 여부

전라

북도
순창군청

� 이격거리 완화 (도로 100m, 주거지 1,000m → 100m, 

500m)한 주요 계기와 이유 (지자체장의 의지, 중앙정

부나 광역지자체의 요청, 태양광 활성화 등 군의 방

침 등의 작용 여부)

� 이격거리를 강화한 지자체보다 태양광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은지 여부

강원

도
강릉시청

� 최근 개발행위허가지침을 제정한 지자체로, 특별한 

제정 배경 및 목적이 있는지 여부

[표 3-2] 전화인터뷰 대상 및 목적

3) 사례연구와 심층인터뷰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태양광 개발

행위허가 이격거리 규제에 관해 탐색하고 더 나아가 분석하는 성격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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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다. 이에 앞선 문헌연구와 정보공개청구 및 인터뷰를 통한 개방형 

질문 방법에 더하여, 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함으로

써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그러한 입장을 갖게 된 맥락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Yin(2005: 30)에 따르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연구자가 통제를 가하지 않으며, 어떻게 혹은 왜의 문제가 제기

될 때” 사례연구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연구를 진행하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량적 증거와 정성적 증거를 다양하게 수집하

여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합분석단위’를 가진 ‘단일사례연구’를 수

행하였다. Yin(2005: 79)에 따르면, 한 사례가 대다수의 사례를 대표할 수 

있을 때 이 사례를 단일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설치량이 가장 많고 그에 따라 태양광을 둘러싼 갈

등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 전라남도 해남군을 사례지로 선정하였

다. 해남군은 비교적 초기인 2014년에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 지침만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7년 조례개정을 통해 도로에 대한 이격

거리를 강화하고 주거지에 대한 이격거리를 신설한 지자체이기도 하다. 

즉, 해남군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격거리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갈등과 

논의를 대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일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해남군의 태양광 및 기초 현황은 아래 [표 3-3]에서 볼 수 있다.

해남군 내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그룹별로 각각 분석단위

로 삼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세 그룹, 즉, H마을의 주민, 군계획조례 

담당 공무원, 군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군의회의원과 각각 심층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반구조화 면접 방식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와 기사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민원사항들을 반영하여 사전에 질문지를 구

성하되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에 따라 유동적으로 질문 흐름을 수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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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며 면접을 진행하였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태

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인식과 입장, 

향후 태양광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주민

의 경우, 마을회관에서 주민 4명과 2시간 가량의 단체면접을 실시했고, 

그 외의 인터뷰 대상자와는 피면접자가 있는 군청, 군의회 등에서 각각 

30분~1시간 가량 개별면접을 진행했다.

구분 항목 내용

태양광 

현황

(`17.10. 

기준)

태양광 

설비용량

누적 211.7 MW (전국 1위)

신규

(`16~`17)
118.2 MW (전국 1위)

대규모 

(1MW 이상) 

누적

99.6 MW (전국 1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도로 100m, 주거지 0m

(해남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2014.10.15.제정)

도로 500m, 주거지 500m

(해남군 군계획 조례, 2017.04.07.개정)

기초 

현황 

(`16년 

기준)

총 면적 1013.8 km2

경지면적 34,576 ha (논 22,242 ha, 밭 12,334 ha)

세대 35,354 가구

총인구 76,194 명

농가 9,882 가구, 19,562 명 

귀촌인수 1,738 명

귀농인수 114 명

비도시비율 93.6 %

행정구역 1읍 13면 179리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통계청; 전력거래소 내부자료)

[표 3-3] 해남군 기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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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에는 (사)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이하 ‘한태

연’)의 개발행위 담당 이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태연은 태양

광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변하는 비영리단체이다. 한태연 인터넷 카페

(http://cafe.naver.com/sunenergy1)는 2018년 5월 기준으로 약 44,000여명

의 상당한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국민청원 제

기, 지자체 민원 제기 등 여러 방식으로 입장을 밝힌 경력이 있어, 사업

자를 대표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단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한태연의 개발행위 담당자와 반구조화된 개별면접을 30분 가량 진

행하였다. 사업자 측은 이격거리 규제 형성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 제도 운영에 따라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으며 입장은 어떠한지, 

향후 지자체 제도나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희망하는지 

등에 관해 면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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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분석틀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정 모형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특성

과 이격거리 규제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다음 [그림 3-2]와 같이 최종 

연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연구를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정책형성 단계’로, 정책

의제가 설정된 원인과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격거리 규제로 결정

하게 된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를 대

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개방형 질문법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지자체들의 제정 배경을 유형화하여 집계함으로써 

정책형성의 주요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는 ‘정책운영 단계’로, 이격거리 규제가 집행되면서 사회

에 미친 영향력과 이를 둘러싼 정책참여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 그 결

과로 나타난 정책의 변동 과정을 탐색했다. 정책참여자들의 입장을 보다 

맥락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문헌 분석과 더불어 사례연구와 심층인

터뷰 방법으로 정책참여자의 입장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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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본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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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태양광 현황과 정책체계

1. 우리나라 태양광 현황

전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량은 증가하고 발전원가는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6년 기준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67.5%를 재생에

너지가 차지할 정도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7.12.29.). 특히 전세계 태양광 누적 설치용량은 2006년 말 6.1GW에서 

2016년 말 291GW로 지난 십 년간 급증했고,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는 신규 증가분이 매년 평균 28% 정도씩 증가하며 태양광 시장의 확대

가 가속화되어 왔다(IRENA, 2018: 59).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태양광의 신규 보급용량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며 재생가능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그

림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내 태양광 신규 보급용량은 2012년 신재

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4)

도입을 기점으로 매년 급증하여, 2016년 기준 누적 보급용량이 약 

4.5GW에 달했다.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을 

보면[그림 4-2], 일조량이 좋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쪽 지역을 중

심으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

(1,099MW)와 전라북도(786MW)에 태양광 설비가 압도적으로 몰려있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519MW), 경상북도(498MW), 경상남도(342MW)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2011년 폐지하고, 2012년 1월부터 RPS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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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도별 국내 태양광 신규 보급용량(발전) (단위: MW)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7)

[그림 4-2] 광역지자체별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2016년) (단위: MW)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7)

이에 더하여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이하 ‘RE3020’)’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 

7.0%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신규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36.5GW)과 풍력(17.7GW)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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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할 목표이며,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이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88% 수준을 차지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7.12.29.).

[그림 4-3] RE3020 목표치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7.12.)

[그림 4-4] 재생가능에너지 원별 신규설비 보급용량 및 비중 전망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7.12.29)

RE3020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 목표치를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려 계획하고 있다[그림 4-5]. 

특히 간척지, 저수지 등의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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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절반 정도인 28.8GW를 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 상향 조정하여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림 4-5] RE3020 사업주체별 보급 계획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7.12.29)



- 37 -

2. 우리나라 태양광 정책 개괄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이하 

‘FIT’)를 시행했다. FIT 제도란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

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FIT 제도 하에서 우리나라

는 전기요금의 3.75%를 소비자에게 징수하여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차액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2002년 33

억원에 불과했던 지원금이 2008년 태양광의 급속한 확대와 더불어 1,194

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

라, 막대한 보조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당초 목표

에 못 미친다는 문제가 나타나 FIT 폐지와 더불어 RPS 제도로의 전환이 

논의되기 시작했다(이수일, 노재형, 백철우, 2015: 14). 이에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부로 FIT 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 1월부로 RPS 제도를 도입

하여 2018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

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5)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

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공급의

무자들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신재생

5) 2018년 기준으로 공급의무자는 총 21개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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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6)를 구입하여 

할당받은 발전량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RPS 제도 하에서 태양광 사업자

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

국전력에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에 판매할 수 있

으며,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본래 RPS 제도는 시장경쟁을 통해 경제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순으로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원별로, 설비규모나 부지별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달리 부과하

는 방식으로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다(ibid: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18조의9에 따라, 공급인증서 가중

치는 해당 신재생에너지원의 ①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

는 영향, ② 발전원가, ③ 부존 잠재량, ④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⑤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⑥ 지역주민의 수용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

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2017 – 204호)｣의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

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최초 가중치 제정 후 

2015년에 1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

해 2018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를 열어 ‘REC 가중치 조정 등 RPS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임야’ 지

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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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가중치가 기존 0.7~1.2에서 0.7로 하향조정될 전망이다[표 4-1]. 다

만, 유예기간인 고시개정일 6개월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현행 일반부지 가중치(0.7~1.2)가 적용된다. 

전원
대상에너지 및 기준 공급인증서 가중치

설치유형 세부기준 현행 개정 후

태양광

일반부지

(임야 제외)

100kW미만 1.2 현행유지

100kW부터 1.0(복합) 현행유지

3,000kW초과부터 0.7(복합) 현행유지

임야 0.7~1.2 0.7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이용

3,000kW이하 1.5 현행유지

3,000kW초과부터 1.0(복합) 현행유지

수상 태양광 1.5 현행유지

자가용 태양광 1.0 현행유지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5.0

(`16년~`18년 6월)

5.0(`18년~`19년)  

→ 4.0(`20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8.05.18)

[표 4-1] 공급인증서 가중치 2차 개정 사항

2017년부터는 RPS 제도 하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를 새롭게 도입·시행하고 있다. 기존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에서는 공급

인증서(REC) 가격만으로 입찰이 진행됐다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

도로 개편된 이후로는 RPS 의무공급자들이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

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발전사업자와 20년 장기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SMP가 변동하더라도 계약 전체 기간동안 

수입이 일정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태양광의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선정된 사업자는 SMP 변동에 따라 동일발전량 대비 월 수익이 변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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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1REC가격 계약’과 SMP 변동에 상관없이 동일발전량 대비 월 

수익이 일정한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 중 한 가지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한국에너지공단. 2017.03.29.). 또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

업자를 우대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입찰 참여서를 

우선선정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을 통해 특히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들의 안정적인 투자가 보장되었다. 현재까지 2017년 상반기·하반기, 

2018년 상반기 세 차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진행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5월 18일 ‘한국형 FIT 제도’로 ‘소

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의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 태양

광 사업자의 수익성 및 절차적 편의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소

형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없이 발전공기업이 고정가격

(SMP+REC)으로 20년간 전량 구입하는 제도이다. 참여대상은 30kW 미만

의 일반사업자와, 100kW 미만의 농·어·축산업인 또는 협동조합이며, 

구매가격은 전년도 2개 반기의 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평균가 중 높은 값

으로 설정된다. 이 제도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한시 운영하고 

추후 확대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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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의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사업자가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아래 [표 

4-2]와 같은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이 중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

는 부분은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이다. 먼저 발전사업허가의 경

우,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

허가의 신청)에 따라, 3,000kW 초과 설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3,000kW 이하 설비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등), 

100kW~1,500kW급 설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

아야 한다7).

① 설치부지 선정 및 사업성 검토 → ② 시공계약 체결 → ③ 발전사업허가 

→ ④ 개발행위허가 →  ⑤ 발전소 시공 → ⑥ 계통접속 → ⑦ 전력수급계약

체결 → ⑧ 상업운전개시 신고 → ⑨ REC 발급 및 구매계약 체결

[표 4-2] 태양광 발전사업의 절차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기초지자체로부

터 허가를 득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

체장 등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 및 위 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개

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운영할 수 있다. 이에 여러 

기초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같은 예규·훈령의 신설, 혹

은 군/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 태양광 등의 발전사업에 대한 개발행

위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그림 4-6].

7) 소규모 설비의 경우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다. (전남지역: 100kW, 충북지역: 100kW, 

경기지역: 200kW, 경남지역: 300kW, 강원지역: 500kW, 충남지역: 500kW, 경북지역: 

1,500kW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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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태양광 인허가 별 담당주체

대부분의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태양광 설비에 대해 

도로·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제를 마련해 법제화하고 있다. 기초지

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은 아래 [표 4-3]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해당 법규의 내용은 대부분 태양광 발전시설과 도로 및 주거

지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자체별 도로 및 주거지

와의 이격거리는 100m~1,000m로 다양하다. 이격거리 외에도 경지정리구

간,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 생산 중인 염전 등에 대한 입지규제 등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포함되어 있다.

영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시행 2014.11.18.]

제6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에서 1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

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3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죽목(竹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표 4-3]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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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의 이격거리 현황 분석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되는 이격거리 관련 법규를 보유한 누적 

지자체 수는 2012년 1곳에서 2013년 2곳, 2014년 6곳, 2015년 14곳, 2016

년 49곳, 2017년 91곳으로 최근 2년 간 급속도로 증가했다[표 4-4]. 

연도 기초지자체명
지자체수

신규 누적

2012 영광군 1 1

2013 무안군 1 2

2014 고흥군, 신안군, 함평군, 해남군 4 6

2015
논산시, 예산군, 서천군, 청양군, 완도군, 화순군, 

장흥군, 영천시
8 14

2016

영동군,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괴산군, 옥천군, 증평군, 당진시, 부여군, 공주시, 

태안군, 고창군, 순창군, 익산시, 진안군, 담양군, 

나주시, 장성군, 진도군, 강진군, 곡성군, 구례군, 

여수시, 홍천군, 정선군, 청도군, 의성군, 울진군, 

봉화군, 문경시, (경남)고성군, 함양군, 전주시

35 49

2017

서산시, 홍성군, 천안시, 보령시, 계룡시, 정읍시, 

임실군, 부안군, 완주군, 남원시, 김제시, 장수군, 

영암군,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강릉시, (강원)고성군, 

동해시, 영월군, 양양군, 평창군, 양구군, 영덕군, 

횡성군, 칠곡군, 경주시, 안동시, 예천군, 김천시, 

성주군, 영주시, 청송군, 연천군, 밀양시, 사천시, 

거창군, 의령군, 산청군, 진주시, 하동군, 강화군 

42 91

계 91 91

*이격거리를 시행하다 폐지한 지자체는 제외함.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검색하여 집계, 2018년 3월 기준)

[표 4-4] 연도별 이격거리 규정 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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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별로 이격거리 조항을 법규화한 형태를 살펴보면, 91곳의 

지자체 중 68곳이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신설하여 명시하였고, 19곳

이 군/도시계획조례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 외 4곳은 ‘태

양광발전사업허가’(경북 영천시), ‘태양광업무처리 지침’(충남 태안

군), ‘환경저해시설 인가 지침’(충남 공주시),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전남 무안군) 형태로 존재했다.

아래 [표 4-5]는 91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도로·주거지로부터

의 이격거리를 거리(m) 별로 정리한 것이다. 각 지자체별로 도로의 경우 

100m ~ 1,000m 사이로, 주거지의 경우 100m ~ 500m 사이로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도로와 주거지 모두 

100m ~ 500m 사이의 이격거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개 지자

체(경남 함양군)는 도로로부터 800m, 5개 지자체(경북 울진군, 청송군, 

전남 구례군, 장흥군, 전북 진안군)는 도로로부터 1,000m의 강한 이격거

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예외적으로 충남 논산시의 경우 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만, 인천 강화군, 경북 울진군, 전남 곡성군 세 곳은 도로로부터

의 이격거리만 보유하고 있었다.

이격거리 도로 기준 주거지 기준

100m 이하 31개소 23개소 

100m~300m 이하 29개소 33개소

300m~500m 이하 24개소 32개소

500m~1,000m 이하 6개소 -

합계 90개소 88개소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검색하여 집계)

[표 4-5] 이격거리별 지자체 수 (2018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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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4-6]은 광역지자체 별로 이격거리 규정을 보유한 기초

지자체 수를 집계하여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전남(95%), 충남(87%), 전

북(86%), 충북(82%) 순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보유한 지자체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 별 평균 이격거리를 보면, 도로

로부터의 이격거리는 특히 경상북도가 480m로 굉장히 높았고, 주거지로

부터의 이격거리는 전남이 338m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228개 지자체 중 40% 가량을 차지하는 총 91개의 지자체가 이격거

리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도로 이격거리는 300m, 주거지 

이격거리는 289m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수(개소)

이격거리 

보유 지자체 

수(개소)

이격거리  

보유 지자체 

비율(%)

도로 

평균(m)

주거지 

평균(m)

전남 22 21 95% 362 338

충남 15 13 87% 185 323

전북 14 12 86% 208 175

충북 11 9 82% 233 289

경북 23 15 65% 480 273

강원 18 10 56% 280 320

경남 18 9 50% 278 322

인천 10 1 10% 100 0

경기 31 1 3% 100 100

전국 228 91 40% 300 289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검색하여 집계)

[표 4-6] 광역지자체 별 이격거리 규정 보유 기초지자체 수 (2018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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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주거지 이격거리 

외에, 발전시설의 부지경계에 울타리나 차폐수를 설치해야한다는 조항도 

종종 존재했다. 91곳의 지자체 중, 63곳의 지자체가 울타리 혹은 차폐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7곳이 설치를 권고하고 있고, 나머지 21곳은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아래 [표 4-7]에서 볼 수 있듯, 이격거리를 완화해주거나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예외조항으로 ① 비가시권이거나 차폐가 되는 경

우 (21곳), ② 인근 지역 주민의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획득한 경우 (16

곳), ③ 주민사업자의 경우 (1곳), 혹은 농촌태양광에 참여하는 주민사업

자의 경우 (3곳) 등을 명시한 지자체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권고하는 조항도 6곳의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격거리 규정을 제정한 이후로 정책변동을 겪은 지자체들

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격거리를 완화한 지자체는 9곳, 오히려 강화한 

지자체는 5곳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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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이사항 지자체명 계

예외

조항

비가시권(차폐 

가능) 예외/완화

진천군, 부여군, 서산시, 홍성군, 고창군, 

진안군, 장수군, 고흥군, 함평군, 화순군, 

장성군, 구례군, 무안군, 횡성군, 울진군, 

봉화군, 문경시, 안동시, 김천시, 성주군, 

고성군

21

주민동의하면 

이격거리 완화

공주시, 순창군, 익산시, 정읍시, 임실군, 

부안군, 완주군, 남원시, 장수군, 신안군, 

보성군, 장흥군, 강릉시, 양구군, 봉화군, 

하동군

16

주민 사업자는 

이격거리 완화

(일반 주민 대상) 보은군

(농촌태양광 참여자 대상) 양구군, 영천시, 

함양군

4

권고

사항

주민설명회 

개최 권고

진안군, 고흥군, 장흥군, 봉화군, 영주시, 

강화군
6

정책

변동*

완화
진천군, 순창군, 신안군, 무안군, 보성군, 

청도군, 울진군, 영덕군, 영천시
9

강화 횡성군, 제천시, 예산군, 청양군, 해남군 5

*지침에서 조례로 법규의 형태가 변경되면서 실질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이격거리가

변화한 경우도 정책변동 지자체로 포함함.8)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검색하여 집계)

[표 4-7] 개발행위허가 규정 중 특이사항 (2018년 3월 기준)

8) 예를 들어, 해남군은 2014년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100m)만을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7년 군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로 이격거리를 

강화(500m)하고, 주거지 이격거리를 신설(500m)하였는데, 이 경우 이격거리를 강화한 

지자체로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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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자체 이격거리 정책과정 분석

1. 정책형성 단계: 이격거리 제정 원인 분석

정책형성 단계는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정책의제가 

특정한 정책으로 결정되는 단계를 뜻한다. 기초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규정의 경우, 지자체 내에서 어떠한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인식이 되

고, 이것이 도로·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라는 정책으로 결정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① 이격거리 규제가 제정되기 전 

어떠한 사회문제들이 있었기에 이격거리 정책의제가 채택되었는지 원인

을 파악하고, ② 여러 정책대안 중 왜 특정 ‘이격거리 규제’로 결정되

었는지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격거리 규제가 총 91곳의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시기(2012

년~2017년)에 제정되기도 했고, 일부 지자체의 사례만 보아서는 91곳의 

제정 원인과 제도 결정 요인을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91곳을 

대상으로 이격거리 규제의 제정 원인과 제도 결정 요인에 대한 전수조사

를 실시하였다. 정보공개청구와 전화인터뷰 방식을 통해 91곳에 동일한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여 답변을 얻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이격거리 정책의제 설정 원인

먼저 정책의제 설정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에 대한 도로·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제를 제정한 이유”를 질문하

였고, 총 91곳 중 82곳의 지자체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얻었다. 먼저 

82곳의 지자체들이 어떤 이유로 이격거리 정책의제를 설정하게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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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유형 답변 내용

①
난개발 및 

경관훼손 방지

-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

고자”

-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

-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 “무분별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미관 저해”

-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지키고자”

② 주민민원

- “주민민원 발생”, “민원 해소”, “민원 예방”

- “주변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 “주거지 인근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 

및 갈등 최소화”

- “대규모 반대 집회 등이 수차례 있었음”

- “농촌 경관이 좋아 귀농·귀촌을 결정한 귀농인·

귀촌인 및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농촌 경관이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반대가 심해지

고, 귀농·귀촌 정책 또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

황”

- “사업자와 난개발·경관저해를 주장하는 주민과의 

분쟁이 증가되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표 5-1] 이격거리 정책의제 설정 원인 유형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을 알아내기 위하여 원인들을 서로 연관된 이슈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 지자체들의 답변을 모두 검토하여 이격거리 규

제의 제정 원인을 ① 난개발 및 경관훼손 방지, ② 주민민원, ③ 산지훼

손, ④ 지가상승 및 외지인의 경제적 이익, ⑤ 인허가 쏠림 현상, ⑥ 환

경저해시설인 태양광으로부터 환경보전으로,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였다. [표 5-1]는 위 6가지 유형과 각 유형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답변 내

용을 그대로 직접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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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지훼손

-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예방”

-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각종 재해예방”

- “거주지역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토사유출방지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 “산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제한이 많아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이 가

능하여 ... 무분별한 산지벌목을 규제할 필요”

④

지가상승 및 

외지인의 

경제적 이익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토지 장기 임대 및 매매

가 이루어짐에 따라 외지인들의 토지 소유 증가로 

토지가격 상승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 감소로 

농·축산 등 영농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농산물 생

산을 위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 “우리군 주민소득과 무관하고 현재 외지인이 90%

이상 허가 신청하고 있음.”

- “군민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안되고 관외 타지역 

사람들이 대규모로 돈 벌 목적으로 들어오고, 경관

만 해치고 군민에게 일자리나 소득 돌아가는 게 없

으니 제약을 두기 위함”

- “우리 관내 주민이 태양광을 한다면 제가 봐도 말

리지 않아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사를 짓다가 

안되니까 태양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들어

오는 것들이 거의 외지분이에요. 광주, 서울, 대전 

막 이런사람들이 와서 태양광을 할 이유가 없지 않

습니까. 하는 이유가 땅값이 싸니까.”

⑤
인허가 쏠림 

현상

- “발전허가 신청이 도내 타시군 대비 우리군 쏠림 

현상 뚜렷”

- “이격거리를 제한하여 운영하는 지자체 증가로 규

제가 없는 우리군으로 신청 증가”

- “타 지자체보다 이격거리 기준 완화로 우리군으로 

인허가 쏠림현상 발생됨”

⑥

환경저해시설인 

태양광으로부터 

환경보전

- “쾌적한 주변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저해시설 인가·허가·승

인 등의 행위 및 관련분야 처리기준을 규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 “유해 환경 시설의 입지 제한으로 쾌적한 정주 환

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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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별로, 위 [표 5-1]에 명시한 각 유형에 해당하는 답변

을 한 경우 해당 유형에 1로 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표

기하여, 82곳의 원인 유형을 중복 집계하였다. 그 결과, 이격거리 조항을 

보유한 지자체들 (82곳)의 이격거리 정책의제를 설정한 원인은 ① 난개

발 및 경관훼손 방지 (75곳, 91%), ② 주민민원 (33곳, 40%), ③ 산지훼손 

(16곳, 20%), ④ 지가상승 및 외지인의 경제적 이익 (4곳, 5%), ⑤ 인허가 

쏠림 현상 (3곳, 4%), ⑥ 환경저해시설인 태양광으로부터 환경보전 (2곳, 

2%)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1]. 

[그림 5-1] 이격거리 정책의제 설정 원인 답변 결과

먼저 1순위인 ‘난개발 및 경관훼손 방지’는 태양광 발전시설

로 인한 난개발, 자연경관 훼손,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체계

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이격거리를 제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82곳 

중 75곳이나 난개발 및 경관훼손 방지를 원인으로 답변했다. 앞 Ⅳ장 제 

4절에서 다수의 지자체(70곳)가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 울타리나 차폐

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조항을, 21곳의 지자체가 비가시권이

거나 차폐되는 경우 이격거리를 완화 혹은 예외해주는 조항을 보유하고 



- 52 -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로 여러 지자체가 경관적인 부분

을 중요하게 고려해 이격거리 규제를 제정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2순위는 ‘주민민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 주민이 인근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 민원을 지자체에 제

기하거나, 사업자와 주민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격거리

를 제정한 것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주민민원을 이격거리 제정 원인

으로 답한 지자체는 33곳이나, 그 외에 ‘난개발 및 경관훼손 방지’로

만 답한 지자체 중에서도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이격거리를 제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전라남도 영암군

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답변에는 ‘주민 민원’ 유형과 관련된 언급이 

없지만, 실제로 지역신문 기사를 보면 주민들이 축사 인접 태양광 발전

시설과 산지에 들어설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반대하는 민원을 군에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9). 따라서 실제로는 33곳보다 더 많은 지자체에

서 주민민원을 사유로 이격거리를 제정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더하

여, 앞 Ⅳ장 제 4절에서 지역 주민과 관련한 이격거리 예외 조항 혹은 

권고 조항을 보유한 지자체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인

근 지역 주민의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획득한 경우 이격거리 예외 (16

곳), 주민사업자의 경우 이격거리 예외 (4곳), 주민설명회 개최 권고 (6

곳) 등의 조항을 보았을 때, 여러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제정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순위는 ‘산지훼손’으로, 난개발 중에서도 특히 태양

광을 산지에 설치하는 경우, 산지벌목을 규제하고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9) 이춘성. (2017.09.22). 활성산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계획 큰 논란. 영암군민신문. 

http://www.ya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9663 ; 

오주석. (2009.10.12).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못살겠어요”. 영암신문. 

http://www.yasinmo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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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17.12.29.]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3.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행정마을 주민 전체의 

합의가 있을 것

나. 해당되는 마을 전체의 발전자금으로 수익금 중 15퍼센트 이상을 기

부하여 적립할 것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표 5-2] 장흥군 이격거리 예외조항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했다는 답변이 16건 있었다. 4순위는 4곳에서 

답한 ‘지가상승 및 외지인 경제적 이익’으로, 외지인이 상업적 목적으

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지가가 저렴한 부지를 찾아 장기 임대 

혹은 매매를 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여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가 상승 외에도 장흥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외지인의 태양광 설치에 따른 피해는 받는 반면, 여타 일자리

나 소득창출 등의 이익은 돌아오지 않아, 강한 이격거리(도로 1,000m, 주

거지 500m)를 두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고자 

2017년 12월 29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격거리에 대한 예외조항을 

아래 [표 5-2]과 같이 마련하였다. 장흥군 측은 수익금 중 15퍼센트 정도

를 기부하게 하면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수익창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수익창출 목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이격거리 규제를 활용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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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5순위는 ‘인허가 쏠림 현상’으로 인근 시·군에서 이격

거리를 제정하다보니 규제 조항이 없는 해당 지자체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이 몰려서 이격거리를 제정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 3곳의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 앞선 네 가지 유형은 모두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 및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면, 인허가 쏠림 현상의 

경우에는 타지자체들이 이격거리 조항을 제정함에 따라 생기는 제도의 

부작용으로, 문제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6순위인 

‘환경저해시설인 태양광으로부터 환경보전’은 기존에 선행연구나 기사 

등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특이했던 지점으로, 두 지자체나 태양광을 환

경저해시설로 인식하고 주변 환경의 보전을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마련

했다고 답했다. 공주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태양광 이격거리 조항을 

‘환경저해시설 인가 지침’에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격거리 제

정 원인을 묻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쾌적한 주변 환경을 보전하여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저해시설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위 및 관련분야 처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답변

했다. 또한 함평군 역시 동 질문에 대해 “유해 환경 시설의 입지 제한

으로 쾌적한 정주 환경 보전”이라 답변하였다. 두 지자체의 답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단순 비선호시설 정도가 아니라 환경저해시설, 유해 

환경 시설로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제정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 이격거리 규제 결정 요인

앞 소절에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제정하게 된 배경, 즉 정책의제 

설정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이번 소절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정책대안 중 구체적으로 ‘이격거리’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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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한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와 

인터뷰를 통해 “이격거리를 그 거리(예시: 도로로부터 100m, 주거지로

부터 500m)로 설정한 이유”를 질문하였고, 총 39곳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얻었다. 39곳 지자체의 답변을 서로 연관된 유형으로 구분한 결

과, ① 가축사육시설 거리규정 참고, ② 타지자체 정책참조, ③ 산업통상

자원부 가이드라인 준용, ④ 광역지자체 가이드라인 참조로,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었다. 아래 [표 5-3]에서 각 유형별 해당되는 답변 내용 예

시를 볼 수 있다.

일련

번호
유형 답변 내용

①
가축사육시설 

거리규정 참고

- “당시에 가축사육시설 거리규정이 있었고, 그것

에 기반하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만들었다.”

② 타지자체 정책참조
- “타 시군 비교검토 및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거리 제한 설정함”

③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 준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

이드라인(2017.03)을 준용”

④
광역지자체 

가이드라인 참조

-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에서 시달한 전기사업

(발전시설) 허가업무 처리기준(안)을 참고”

- “2016. 11. 8.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발전시

설) 개발행위 기준 마련’ 촉구”

- “충청남도 태양광발전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기준 

반영”

[표 5-3] 이격거리 규제 결정 요인 유형화

39곳의 답변을 중복집계한 결과, 아래 [그림 5-2]와 같이 ② 타

지자체 정책참조 (20곳, 51%), ③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 준용 (16곳, 

41%), ④ 광역지자체 가이드라인 참조 (4곳, 10%), ① 가축사육시설 거리

규정 참고 (1곳, 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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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이격거리 규제 결정 요인 답변 결과

먼저 ‘가축사육시설 거리규정 참고’의 경우 단 1곳의 지자체

에서 답변을 받았지만, 2012년 전국에서 최초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제정한 영광군의 제정 이유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타지자체의 정책을 참조하여 해당 지자체의 이격거리를 제정

했다는 답변이 1순위로 가장 많이 집계된만큼, 최초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영광군의 정책결정이 타지자체의 정책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영광군에서 2012년도에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업무

를 담당했던 주무관과 전화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 사

이에 영광군 내 지가가 낮은 농지에 외지인들이 들어와 태양광 발전사업

을 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심했다고 한다. 군에서는 이에 대

응하기 위하여 2012년에 가축사육시설 거리규정에 기반해서 태양광에 대

해서도 도로로부터 100m, 주거지로부터 500m라는 이격거리 규정을 제정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후 타지자체에서 영광군의 태

양광 이격거리 사례에 대한 문의 연락도 다수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영

광군의 답변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고유한 특성이나 외부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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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이격거리 규제를 결정했다기보다, 단순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

치에 대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비슷하게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만들어진 가축사육시설 거리규정 제도를 참고해서 제도를 결정했다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순위로 가장 많이 나타난 요인은 ‘타지자체 정책참조’ 

로, 절반 정도인 20곳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답변을 획득하였다. ‘정책

참조(Policy Reference)’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을 할 때 다른 

지자체의 정책을 자발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과정’을 말한다(하정

봉, 길종백, 2006: 121).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독자

적인 정책을 기획·입안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창의성 등의 능력과 더불

어 예산과 시간 등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지자체 수준에서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에 실제로 다른 지자체의 선진 

정책이나 중앙정부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

게 정책을 산출하는 경우가 보편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ibid: 121-123). 

이때 참조 정도에 따라 정책모방, 정책참조, 정책창조로 구분되는데, 정

책모방은 다른 자치단체의 정책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정책참조

는 다른 자지단체 정책을 수용하되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정책창조는 해당 지자체 내부에서 순전히 독자적으로 정책을 기

획·입안하는 것을 말한다(ibid: 124). 

즉, 여러 지자체에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기획할 때 

‘이격거리 규제’ 제도로 결정하고, 도로·주거지로부터 100m~1,000m 

사이의 특정 거리를 설정하게 된 데에는 인근 기초지자체의 정책참조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서만 특별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기초지자체 정책 결정의 

기본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정봉, 길종백의 연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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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46)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정책참조의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

의 제거이다. 전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의 

실패 및 부작용을 회피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여 정책결과를 

거의 예상할 수 있는 검증된 정책을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요인 

역시, 앞선 가축사육시설 거리규정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특

성을 반영하여 이격거리 규제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겪

고 있는 인근 지자체의 정책을 참조하여 이격거리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2순위로 나타난 요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 준

용’으로 16곳에서 이러한 답변을 얻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3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송부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

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아니함”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예외조항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격거리(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함) 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이격거리는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유형으

로 답변한 16곳 중 14곳이나 도로·주거지로부터 100m라는 획일적인 이

격거리 기준을 신설하였다. 앞서 확인한 기초지자체 간 정책참조를 통한 

정책확산은 지방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일어나는 자연

스러운 확산이었던 반면, 중앙집권체제 하에서의 획일적 정책확산은 지

역의 실정과 자율성이 무시되고(ibid: 123에서 재인용, 이승종, 2005), 일

괄적으로 100m 이격거리라는 규정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전자와 대비

된다.

3순위 요인은 ‘광역지자체의 가이드라인 참조’로 충남 지자체 

2곳, 전남 지자체 2곳으로, 총 4곳으로 나타났다. 충남 계룡시와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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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청남도 태양광발전시설 규모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

인 기준 반영,” 전남 구례군은 “전남 신재생에너지 개발행위 기준안 

마련 촉구(2016),” 곡성군은 “전남 전기사업 허가업무 처리기준안 참

고”라고 답했다. 실제로 충청남도에서 2016년 4월 발표한 ‘태양광발전

시설 규모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발전시설 입

지는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200m이상 이격해야 하는데[표 5-4], 계룡시와 

서산시 모두 이를 참조하여 2017년에 도로·주거지로부터 200m 이격거

리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도 해당 지역 내 기초지자

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조항을 만들도록 결정하는 요인

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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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양광발전시설 규모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6조(입지 및 시설기준)

① 발전시설 입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관광지, 문화 및 집회시설, 병원, 학교, 공

공업무시설 경계에서 200m 이상 이격할 것.

  2.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은 가장 가까운 가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상 이격 되어야 하며, 10호 미만의 경우에는 가옥 당 20m이상 

이격하되 최소 50m 이상 이격할 것.

  3.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 염전, 양식장 등이 있는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생산중인 염전, 양식장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폐염전, 폐양식장은 제외)

  5. 산지의 경우는 평균 경사도 10%이상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2. 배전선로는 구역 내 전기실에서 송전선로(22,900V)까지는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중화 하여야 한다.

  3.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m 이내로 설치하고, 최소 3m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진입도로 폭은 최소 4m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

록 차량 대피장소 설치 등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

회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입도로 폭을 최소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항 및 2

항에 불구하고 검토․심의할 수 있다.

(출처: 충남.넷, 태양광발전시설 규모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표 5-4] 충청남도 가이드라인의 이격거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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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운영 단계: 이격거리 운영에 관한 정책참여자 입장분석

정책운영 단계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얻은 자료로 주요 

정책참여자의 입장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보도자료, 성

명서, 국민청원서 등 각종 문헌조사와 더불어, 주민·공무원·사업자 심

층면접, 정책변동을 겪은 기초지자체 대상 전화인터뷰, 사업자협회의 시

위 집회 관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정책참여자가 태양광 이

격거리 규제에 대해 어떤 논리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그러한 입장

을 갖게 된 구조나 맥락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각각의 입장과 논리는 다르지만, 이격거리 규제 운영의 찬성 측

이라 볼 수 있는 ① (태양광)반대 주민, ② 기초지자체, ③ 국토교통부를 

먼저 살펴보고,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사이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보

이는 ④ 광역지자체로 전라남도 사례를 살펴본 뒤, 이격거리 규제 운영

의 반대 측인 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⑥ 사업자의 입장과 논리를 차

례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참여자들의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격거리 규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1) 반대 주민

앞 절에서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를 제정하게 

된 원인이 난개발 방지와 주민민원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에 먼저 태양

광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초지자체에 어떤 민원들을 제기했는지 정보공

개청구를 통해 기초지자체들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주로 아



- 62 -

래 [표 5-5]와 같이, 경관 저해, 건강 및 경제적 피해 우려, 환경파괴, 주

민동의 부재가 사유였다. 독특했던 민원 사항은 “농촌마을 공동체가 파

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주도로 발전시설을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국가정책 시행 요구”였는데, 아래 해남군 주민들과의 심층인

터뷰에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답변 내용

경관 저해

- 농촌마을의 미관·경관과의 부조화, 농촌경관 저해 및 

주거환경 침해, 조망권 훼손

- 마을 한가운데, 입구, 바로 옆, 도로변, 축사 앞, 마을주

민들이 바라보는 전망지 등에 설치 반대

건강 및 경제적 

피해 우려

-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빛 반사, 눈부심, 전자파 피해, 

복사열로 주변온도상승, 농작물 피해 등의 유해성과 관

련한 우려

- 집값 하락, 폐가 우려

- 태양광주변 전원주택 미개발, 전원주택의 생활 불가 등

에 따른 주변 토지지주들의 반대

환경파괴
- 환경파괴 사업 중단 요구

- 묘지관련하여 자연장지 및 종중묘지 등 주변설치 반대

주민동의 부재
- 주민동의 없이 허가한 설치 허가 취소 요청

- 태양광발전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

마을공동체 파괴

- 농촌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주도

로 발전시설을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국

가정책 시행 요구

[표 5-5] 반대 주민들의 민원사항

정보공개청구 자료로 주민들의 주요 민원사항이 무엇인지는 확

인하였으나,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맥락,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이 군 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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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해남군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

였다. 특히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해남군 H마을의 주민 4명과 반구조화 

형식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H마을은 23호로 이루어진 마을로 대부

분 80세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이 마을의 앞산(약 1만2천 

평)과 마을 초입 진입로 옆 나대지(약 3천 평)에 태양광이 들어설 예정으

로, 여러 사업자 중 주민 1명도 해당 사업에 토지 임대 형태로 참여하는 

상황이다.

심층인터뷰 결과, 주민들의 태양광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즉 사회적 수용성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마을을 둘러싸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주요 반대 이유는 첫째로, 신뢰

할만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태양광 설치에 따른 주민 건강 피해 우려와 

불안감이었다.

“몇십 년 전에는 정부가 전부 슬레이트 지붕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거기 좋다고 삼겹살도 구워먹고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발암물질에다가 인체에 치명적인 암이 발생되고 안좋다고 하거든요. 먼

훗날 가서 태양광도 좋을지 나쁠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태양광이) 인체에

해가 되냐 안되냐 전혀 판명이 안 났거든요. 한번 해놓고 나면 철수하는

것도 극히 드문데.” (주민 C)

“고압선 지나갈 때도 누가 알았나? 장성 이런 데는 다 폐암에 걸리고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것(태양광)도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주민 B)

“정부에서 확실하게 (태양광이 인체에) 문제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주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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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유는 태양광으로 인한 산림 훼손과 마을 경관 훼손이

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경관 훼손으로 인

해 앞으로 귀촌인원이 줄어 고령화된 이 마을이 없어질 것에 대한 걱정

도 있었다. 

“해남군에 태양광이 많지만 우리처럼 마을에 딱 붙어있는 데는 보편적으로

안해요. 미관상 안 좋잖아요. 마을에서 안 보이는 곳, 가령 우리 마을같은

경우는 산 넘어 바닷가 쪽이라든지 그런 데에 사람 없는 곳도 많거든요.

우리는 부락 인근만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주민 D)

“태양광하면 몇 년 안가서 마을의 존폐위기가 와요. 이분들이 무한정 살진

않잖아요. 5년만 지나면 10호 정도밖에 안 남아요. 이 분은 경상도에서

소문소문 듣고 동네가 살기 좋고 하다고 왔고, 마을이 안락하고 좋아서

온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앞뒤로 태양광이 뻔떡뻔떡하게 생기면 나 같아도

안 와요.” (주민 A)

“나무를 다 잘라버린다는데 좋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양광을 하려면

산림을 이렇게 훼손할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양 옆이라든지 그런 어마어마한

땅을 활용해서 자연환경 안 훼손시키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 B)

당장 마을공동체가 분열되는 것도 우려 사항이었는데, 한 주민은 

마을 입구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그 태양광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주민도 있어 평생을 그 마을에서 함께 살았음에도 마주치면 서

로 인사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 설치될 태양광의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아직 진행 중이라 반대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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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개발행위허가 나고 하면 마을회 차원에서 탄원서도 넣고 본격적으

로 반대해야죠.”라는 마을 이장의 말에서, 주민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갈등을 겪은 여러 마을의 사정과 실상을 아는 마을 이장

은 더욱 걱정이 깊었다. 주민과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으면서 각자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태양광 

사업자가 한 마을부지를 임대·매매하여 태양광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지자체와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마을에 태양광이 설치될 것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강력 반대하며 기초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다. 

사업자들은 마을발전기금 등의 이름으로 마을에 돈을 건네고,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려 한다.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고 싶지만, 재생가능에너지

가 정부 시책이기도 하고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가 주민 

반대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

했을 때 질 확률이 높고 심지어 구상권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태양광 설치를 허가해주는 대신 

마을발전기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으로 입장을 변화한다. 이때 사업자

는 마을 이장, 청년회장 등 지도자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주고, 군으로부

터 개발행위허가를 원활하게 얻기 위해 -규정에는 없지만- 마을 주민들

의 도장을 찍은 주민동의서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찬반 주민들 간의 갈

등, 마을 이장이 웃돈을 더 받았다는 의혹 제기 등 마을 발전기금 문제

로 마을공동체의 분열이 나타나며, 태양광 발전시설은 그대로 설치된다.

태양광 갈등이 있는 마을에서는 이렇게 결국 마을 주민동의서와 

마을 발전기금이 거래되는 상황이 관행처럼 동일하게 발생한다(김유성. 

2017.08.21.). 처음부터 주민들이 마을발전기금을 노리고 태양광에 반대하

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을의 경우 사업자에 주민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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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태양광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것도 아

니었다. 현재의 개발행위허가 제도 상, 건강 피해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사업자를 이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면 발전기금이라도 많이 받자는 식이 되버린 것이다. 다음 절에서 자세

히 알아보겠지만,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했을 때,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패소

할 뿐만 아니라, 구상권청구로 더 많은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H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이격거리 규제의 강화가 

해답이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남군은 기존에 태양광 개발행위허

가 시 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년 

4월 ‘해남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며 주거지로부터의 500m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조례 개정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이러한 낌새

를 눈치챈 사업자들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전에 재빨리 개발행위허가 신

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500m 이격거리 조례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다. H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게 

하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지에 대규모로 태양광 발

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500m 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죠. 있으나 마나야. 작년 4월에

개정됐어요. 사업자들이 그 낌새를 알고 4월 이전에 거의 전부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500m가 의미가 없어요.” (주민 A)

“업자가 됐든 개인이 됐든 (태양광 사업을) 이익을 벌라고 하는 건데, 농지든

강이든 댐이든 매입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크게 하면 누가 뭐라

하겠느냐. 지금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주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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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의 경우, 이격거리 규제 운영 과정에서 의미있는 논의

가 이루어진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입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이격거리 규제를 최초로 제정한 이후로 군의회 발의를 통해 이격거리 기

준을 강화한 전라남도 해남군의 담당 공무원, 그리고 군의원과 심층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앞서 제 Ⅳ장 4절에서, 이격거리 기준을 처음 마련한 

이후로 정책변동을 겪은 지자체로 강화한 지자체가 5곳, 완화한 지자체

가 9곳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강화한 지자체인 해남군 이외

에도, 완화한 지자체 중 거리에 급격한 변화를 보인 전라남도 신안군과 

전라북도 순창군의 담당 공무원과도 추가로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여 기초

지자체의 입장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책

변동
지자체

도로/주거지 

이격거리(제·개정일) 정책변동의 주요 이유

기존 정책변동 후

강화
전남 

해남군

100m/0m

(2014.04.25.)

500m/500m

(2017.04.07.)

- 과도한 개발, 지가 상승 등 

주민 피해

- 정부정책에 여태껏 충분히 협

조했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

을 제한하려는 목적

완화

전남 

신안군

1,000m/500m

(2014.11.20.)

100m/100m

(2017.12.28.) 

-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

(2017.03)에 부응

전북 

순창군

100m/1,000m

(2016.04.25.)

100m/500m

(2018.01.30.)

- 자체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

려는 주민들의 완화 민원

[표 5-6] 인터뷰 대상 기초지자체의 이격거리 변동사항 및 주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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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를 강화한 지자체인 해남군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해남군청의 군계획조례 담당자, 그리고 이격거리 강화 내용을 담은 ‘해

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해남군의회 의원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해남군이 간척지 등으로 땅 면적이 넓

고 지가가 저렴하다보니, 해남군 면적의 1% 정도가 현재 태양광 인허가

가 신청됐을 정도로 과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남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해남군 내 허가된 태양광 사업은 총 

1,453건으로 총 용량은 539,130kW, 총 면적은 7,704,510m2이다. 또한 현

재 접수 처리 중인 건수는 122건으로 39,930kW 용량에 598,950m2 면적

을 차지한다. 이렇게 급증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난개발과 경관 훼손

이 진행되고, 대부분 발전사업자가 외지인이다보니 지가상승으로 지역주

민들이 농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여태까지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충분히 협조했고, 현재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사후 관리와 

철거도 걱정된다는 피면접자의 언급을 통해, 앞으로 태양광 인허가 신청

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이격거리를 강화 개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강

화한 이격거리 조례 때문에 허가 신청이 제한되는 측면은 있으나, 오히

려 500m 이격거리 때문에 태양광이 산밑자락으로 가서 난개발을 더 유

발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과 사업자 양측의 

민원이 모두 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이격거리를 완화하지도, 강화하지도 

못하는 입장임을 표했다.

“이격거리 병폐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개발행위허가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도로 500m에 저촉 안 받으려고 산 쪽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것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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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 관리법에서는 경사도 25도가 되면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산 중턱에는 태양광이 들어올 수 없고요. 중간중간에 산 밑자락에

태양광 허가가 나고 있는 거예요. ··· 근데 우리가 절대 강한 건 아닌 게

○○군 같은 곳은 제가 최근에 조례를 찾아봤는데 관광지로부터 이격거리가

1km 되더라고요. 그러면 할 데가 없어요. 우리도 이걸 바꾸고 싶은데 1km로

강화하면 또 민원이 들이치겠죠. 우리는 이제 지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남군 군계획조례 담당 공무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자의 민원 부당처리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해당 시군에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이후로, 군이 더 이

상 주민의 편에 설 수 없게 되었다는 언급도 하였다. 이 공문에는 인근 

마을주민과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이후 

1년간 3차에 걸쳐 재심의의결을 내준 해남군의 개발행위허가이행청구사

건 사례가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 공문 이후로 해남군은 4차 심의에서 

결국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군이 허가를 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이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군 공무

원 입장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러는 한편, 공무원은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병폐도 발생하고 있음을 언

급하였다. 

“(당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저희가 세 차례나 재심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4차 재심의에서 허가가 됐는데, 마을발전기금을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어느 순간 끝내 버리더라고요. 그 맛에 들리니까

주민동의서가 법적 제출서류가 아닌데 외지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1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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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고 가정했을 때 ‘어? 나도 1억은 받아야겠다’는 이런 병폐가

발생되더라고요.” (해남군 군계획조례 담당 공무원)

다음은 해남군과 반대로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한 지자체인 전남 

신안군과 전북 순창군의 전화인터뷰 결과이다. 신안군은 도로 1,000m, 

주거지 500m에서 일괄 100m로, 순창군은 도로 100m, 주거지 1,000m에

서 도로 100m, 주거지 500m로 급격히 완화한 바 있다. 두 지자체의 완

화 이유가 사뭇 달랐는데, 먼저 신안군의 주요 이유는 산자부의 가이드

라인이었다. 신안군은 사업자의 요청이나 군수의 의지가 작용했다기보다

는, 산자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으로 군 내부적으로 관계부서 소과실

장들과 군수, 부군수 등이 모여 논의한 결과라고 답하였다. 완화 이후 

발전사업허가는 1,000건 이상, 개발행위허가는 500건 이상 신청되어 허

가가 진행 중이며, 완화 이후에 아직 태양광이 설치되지는 않았기에 아

직 주민 민원은 접수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순창군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주민들의 

완화 민원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응으로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완화했

다고 답하였다.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이나 군수의 의지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세 지자체의 인터뷰를 통해,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은 공통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태양광 인허가 신청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수단으로 인

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해남군은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태양광 신청건수를 줄이기 위해 이격거리를 강화하였으며, 신안군은 산

자부 정책에 부응하고 순창군은 주민들의 태양광 사업을 가능하게 하려

는 목적에서 이격거리를 완화하였다.

기초지자체가 지역 내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려는 데에는,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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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로 얻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는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지방세로 재산세와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산세는 태양광설비가 아닌 토지에 대한 세금이기에 지자체에 

추가적인 세입이 되지 않으며, 면허세도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 즉, 시

군 내에 태양광이 설치되더라도 해당 기초지자체가 세금 등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산자부는 2017년 3월 발표

한 가이드라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

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인센티브

를 제공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고, 이에 부응해 전남 무안군은 실제

로 이격거리 지침을 전면 폐지하였으나 아무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다10).

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37조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

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무를 지도·감독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특

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 및 위 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특정시설로부터 

10) 무안군은 산자부 가이드라인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2013년부터 운영해오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도로 1,000m, 주거지 500m)을 2017년 8월 전면 폐지하였으나, 

폐지한지 3개월만에 태양광 발전신청 건수가 급증하여 1000여 건에 달하고 지가가 2배 

이상 폭등하고 주민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100m 이격거리 조례를 

2017년 11월 다시 제정하였다(박상수,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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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이격거리 조항을 보유한 일부 지

자체에서 이격거리를 근거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가하자, 해당 사업자가 개발행위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사

건들이 여럿 발생했다. 일례로 2014년 12월 함평군수는 국도 간 거리가 

약 800m 떨어져 있고 국도의 반대편 끝자락에 위치해 국도 이용자에게 

발전시설이 노출되지 않은 입지임에도, 함평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불허가했다. 이후 해당 사업자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함평군이 패소한 바 있다(최홍식, 2017.03.13.).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규제의 합법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

는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29일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을 공포하여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지자체의 

조례로 명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취지를 “지자체가 특정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예규, 훈령, 고시 등)이 아닌 조례

로 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훈령(‘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아닌 법

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

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사항은 아래 [표 5-7]

에서 볼 수 있으며, 이 개정안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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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 (2) (현행과 같음)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

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표 5-7]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7. 12. 29.)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교

통부는 2018년 3월 20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또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

다.”를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

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로 일부개정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했다.

즉 국토교통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기초지자체들이 자체적

으로 지침이 아닌 조례 형태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해주면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4) 광역지자체

여러 광역지자체 중,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입장을 알아보았다. 전라남도는 도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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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사이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며 때에 따라 입장

을 달리하고 있다. 산림 훼손과 주민 민원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시군에 시달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원의 지적과 산자부의 정책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정

비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

방세 부과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의 조정을 

도모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래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전라남도의 이격거리 규제와 관련한 주요 입장을 알아보았

다.

전라남도청은 기초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처음 제정한 

2012년(영광군)보다 앞선 년도인, 2009년 2월에 자체적으로 ‘전라남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처리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지침의 제1조에 

따르면, 지침의 목적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전기사업

법」제7조 제5항이 정하는 허가기준을 보완하여 산지, 농지 등의 무분별

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당시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남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고용이나 세원확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고, 산지와 농지 등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및 

경관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장창석 외, 2016: 58). 이 지침은 산지전용허가 시 조건으

로 “도로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최단 직선거리 100m이내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경관조성을 위해 부지경계면을 식재”할 것 등의 기준

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허가 

민원 신청이 쇄도하였고, 민원이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 해

당 지침을 폐지하였다(ibid).

그러나 전남의 저렴한 지가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계속해서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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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의 문제와 민

원이 발생하자, 전라남도청은 ‘전기사업(발전시설) 허가업무 처리기준

(안)’을 마련, 2015년 1월 13일부로 도내 시군에 시달하여 각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사이언스타임즈, 

2015.01.15). 이 기준에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도로에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1,000m 이내에 입지제한”, “10호 이상 주

거 밀집지역,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

우 500m 이내 입지 제한”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격거리 규제로 기초지자체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초지자체가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격거리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

이 있었다11).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 등과의 이격거리만을 기준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인허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운영지침 등을 

11) 전국 곳곳에서 이격거리를 근거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2014년 함평군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태양광 발전 신청지는 국도 간 거리가 약 800m 떨어져 있고 국도의 반대편 끝자락에 

위치해 국도 이용자에게 발전시설이 노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인근에 울타리 

설치계획 등을 가지고 있어 주변 농경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평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불허가됐다. 결국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함평군이 패소했다”(최홍식, 2017.03.13.). 한편, 경남 

거창군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 군이 승소했는데,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업체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 북상면 농산리 지역에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부조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거창군의 행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태양광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기는 하나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로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 개발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장려될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안원준, 2017.12.18.)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법원은 주로 주변 

경관 가치 여부를 근거로 행정심판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감사원도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일괄적인 이격거리 기준이 아닌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인허가를 내줄 것을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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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야 한다고 조치했다(최홍식, 2017.03.13.). 이에 전라남도도 전라남

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시 도출된 사항을 “복합민원 등 인허가 민원처

리 철저”라는 이름으로 도내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감사원의 조

치에 따르는 입장을 보였다. 사업자의 민원 부당처리로 행정심판이 청구

된 경우 해당 시군에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아래는 이 공문의 

원문을 인용한 것이다.

3. 최근 일선 시군에서는 일부 개별부서 위주로 민원을 처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허가가

가능할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언행을 하여 부지 매입 등 사업 준비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후에 최종적으로 불허처분을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행정 심판 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앞으로 도에서는 민원 부당처리로 인해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해당시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오니, 각

시군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합민원 등 인허가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련부서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해 신재생에너지 보

급 확대에 시군의 참여 유도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 측정항

목의 측정단위에 태양광·풍력 설비량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몇 년간 지

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에 지방세를 부과하여 지

역경제 확충에 기여하고, 자연 훼손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를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논리이다(사이언

스타임즈, 2015.01.15).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

가능하기에,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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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지자체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수용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박관희, 2017.08.20.). 

최근에는 2018년 5월 산자부가 임야 태양광 가중치를 하향 조정

하겠다는 고시를 발표하자, 전라남도청은 ‘임야 태양광발전 설치 시 개

발행위허가기준 엄격적용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산하 시·군 지

역계획과, 산림산업과,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 관련부서에 동시다발

적으로 배포하면서 산자부 정책에 재빠르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라남도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를 도입해 지목 변경없이 사용 후 

산림으로 원상복구토록 하되 현재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분없이 면제

해주고 있는 대체산림조성비를 다시 부과하고 현행 허가기준 중 경사도

를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상복, 2018.05.28).

5)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는 이격거리 규제를 과학적 위해성보다는 

낮은 주민수용성 때문에 만들어진 불합리한 제도로 인식하고, 태양광 보

급의 활성화를 위해 이격거리를 폐지하려는 입장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3월 [표 5-8]과 같은 ‘태양광 발

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송부하여 이격거리 

폐지 및 완화를 유도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

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100m 이하의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자부는 “기초 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어 보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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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가 있다는 것을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산자부의 이격거리 규제 

폐지에 대한 첫번째 논리는 관련된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지

역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빛 반사, 주변 온도상승, 전자파 발

생 등을 우려하나 기술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리

는 영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도로, 주거지 등

과의 이격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문제는 과학적․기술적 위

해성 보다는 태양광 발전시설 혜택의 공유와 관련된 것으로, 태양광 발

전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 수용성 

확보 사업들을 확산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REC 

가중치 우대, 생산된 전력판매 지원, 주민참여 소요자금 융자지원, 농촌

태양광 사업 등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첨부하면서, 정부의 기본방향을 

“신재생사업 추진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비공식적·일회성 보상보다는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여 신재생사업 성공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 조성”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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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태양광 발전시설을 토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아니함

다. 예외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격거리(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함) 기준을 설정·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이격거리는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1.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음.

2. 도로(도로법상 도로에 국한)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로 한정함.

3. 문화재 등 기타 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라. 예외의 적용 기한

다.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예외적 이격거리 기준은 2017. 3. 

15.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

마. 기타

1.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지자체의 이격거리 제한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음.

[표 5-8]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2017.03)

산자부의 가이드라인 송부 이후로, 전남 무안군, 신안군 등 몇몇 

지자체들은 운영해오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폐지하거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 개정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30여곳의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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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신설하였고, 강화 개정하는 지자체도 나타났다. 이에 산자부는 

2017년 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제도개선 과제

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17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

의)’을 명시하는 등 이격거리 규제 완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왔다.

이처럼 2017년까지의 산자부 발표나 보도자료를 보면, 산자부는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과학적 위해성보다는 경제적 이익 

배분의 측면에서 주민의 수용성이 낮아 형성된 제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에 집중하여 태양광 정책을 마

련해왔다. 반면, 앞서 알아본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형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이나 산림훼손 문제에 대

해서는 특별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8년 5월 들어, 산자부는 두 가지 발표와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입장 표명을 시작했다. 첫째는 ‘REC 가중치 조정 등 RPS 제도개선 방

안(2018.05.18.)’발표로, 임야 지역에 대한 REC 가중치를 기존 0.7~1.2에

서 0.7로 일괄적으로 하향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임야 지역의 태양광 

사업 수익성을 급격히 낮춤으로써 산림 훼손이 우려되는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실질적으로 못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태양광. 풍력 부작용 해

소 대책 발표(2018.05.29.)’로, 태양광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발생하

고 있는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

용 해소 대책에 관한 보도자료였다. 특히 산지훼손과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①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③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25도→15도), ④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전까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기준 일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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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①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허가신청 전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② 사업자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전 환경영향평가(소

규모 포함)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산자부도 최근에는 태양광 발

전시설로 산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지자체의 이격거리 완화를 유도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7년 12월 27일, 어기구의원 등 23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

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

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격 거

리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래

와 같은 안 제26조의2 신설을 제안하였다.

제2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허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급사업,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위 법률안의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검토

보고서(2018.02)에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광 이

격거리 규제를 일시적으로 페지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

12)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란 지목 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사용 후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그간 

100% 감면해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보전산지에 대해 0% 감면한 5,820원/㎡, 

준보전산지에 대해 50% 감면한 4,480원/㎡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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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격거리 지침

을 개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이

라고 서술하였다. 즉, 국회는 각 지자체가 주민수용성때문에 이격거리 

규제를 제정했다고 보고, 기초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격거

리 규제를 자발적으로 폐지하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6) 사업자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100KW 미

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RPS 제도 하에

서 일반부지에 설치된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REC 가중치를 1.2로 우대받는다. 또한 2017년부터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가 

시행되면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 불안정성이 해소되었다. 이 제도에

서도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입찰 참여서를 우선선정하는 등 소규모 태

양광발전사업자에게 우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은 연금처럼 20여년 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투자 방법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이에 최근 (사)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이하 ‘한태연’),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이하 ‘전태연’), 투명한 태양광발전사업

자 모임(이하‘투태모’) 등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모임과 인터넷 

카페가 다양하게 형성·운영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주로 이러한 모임과 

연합회 등을 통해, 단체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이격거리가 필요없다

는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먼저 사업자 단체는 각 기초지자체에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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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바 있다. 일례로, 2017년 전북 김제시에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

침(도로 100m, 주거지 100m) 입법예고를 하자, 한태연이 다음과 같은 제

안사항을 민원으로 접수한 바 있다.

1. 도로 : 외국에도 없는 사례로서 폐지요청,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사고방지 차원에서 30m 이격

2. 주거지 : 10호 이상 100m, 5호 이상 50m, 그 이하 30m 이격 (단, 주민

전원 동의인 경우에는 30m)

3. 경관 : 설치제한은 지자체 판단에 따름

한태연과 전태연은 각각 이격거리 폐지 요청을 담은 청와대 국

민청원도 제기한 바 있다. 먼저 한태연은 2018년 3월 27일, ‘태양광발

전소 무분별한 주민반대에 대한 법적인 기준안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글을 게시하였고, 2018년 4월 26일부로 총 1,607명의 동의를 받

아 종료되었다13). 청원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발전사업에 주민참여를 제고하는 것으로는 이행목표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주민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 마을주민들의 의사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구시대적이고

무질서한 악습은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3. 허가기준의 충족여부가 아닌 주민반대민원에 따라 허가여부가 좌우되지

않도록 전국의 지자체가 허가과정에서 주민동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제도적 근절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 주민반대를 이유로 존치시키고 있는 이격거리 등 불합리한 개발행위

13) 청와대 국민청원.  (2018.03.27.). 태양광발전소 무분별한 주민반대에 대한 법적인 

기준안 마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6999?nH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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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설정한 각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조속한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조치도 요청드립니다.

전태연도 2018년 1월 18일, ‘벼랑 끝에 몰린 전국 소규모 태양

광발전사업자들의 청원서’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게시하여, RPS 제도 

개선 등 10대 요구사항을 채택해줄 것을 호소하였다14). 그 중 7번째 사

항으로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거

리규제 철폐 및 완화 -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

안제시”를 요구하였으며, 1,292명의 동의를 받으며 청원은 종료되었다.

사업자가 이격거리 폐지를 요구하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태연의 개발행위 담당자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한태연·전태연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모여 결성한 ‘태양

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시위 집회(2018.05.30.)에 

참석하여 사업자들의 주장을 청취하였다.

먼저 심층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업자 측은 태양

광이 산림훼손이나 경관훼손과 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산림이 울창한 경사가 심한 곳

은 태양광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하지 않을뿐더러, 태양광 발

전시설을 설치하면 주변에 차폐목으로 나무를 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관이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는 이격거리 규제가 사업

자에게 주는 피해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개발행위허가 규정 중 특히 도

로로부터의 이격거리가 가장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답하였다. 보편적

인 태양광 입지조건 7가지 중 하나가 진입로인데, 많은 지자체가 이격거

리 규정에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하고 있어 진입로로부터도 100m 이상 이

14) 청와대 국민청원. (2018.01.18.). 벼랑 끝에 몰린 전국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청원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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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다보니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업자 측은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만든 주요 원인을 

산림훼손 등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민민원이나 

부동산 횡포나 투기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주민들

의 반대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었는데, 태양광

이 전자파, 온도상승으로 인한 축사 피해 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정부

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았다.

피면접자는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전체 태양광 사업

자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필

요하다는 것을 인터뷰 내내 계속해서 강조하였다. 산자부와 산림청, 국

토부의 입장이 다르고, 산자부가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보냈지만 어

차피 군수가 이격거리를 정하게 되어있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언급

하였다. 특히 2018년 5월 산자부는 임야에 대한 REC 가중치를 설비용량 

100kW 미만 기준으로 1.2에서 0.7로 하락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수익이 반 이상 감소하여 소규모 투자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설비용량 3,000kW 이상의 REC 가중치는 기

존에도 0.7이었고 변경 이후에도 그대로 0.7이기 때문에, 대자본가만 태

양광에 투자하게끔 정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였

다.

다음으로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의 시위 

집회에서는 도로·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임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산자부가 일방적

으로 임야 가중치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서민생계형 소규모 사업자들을 

죽이고 더 이상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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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미 기초지자체 이격거리 등 각종 허가기준들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은 산림훼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아래는 

집회 시위에서 채택한 청원서의 일부를 직접인용한 것이다.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를 명분으로 하지만 현재 각 지자체 산지전용 허가

시 도로이격(100~500m)과 마을민가이격(100~500m) 등 각종 제한과 임야의

경우 표고, 경사도, 임목축적조사 등 많은 규제를 심의에 반영하여 허가되기

때문에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방안을 강구하고 가중치

하락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풍력이나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산림훼손을 

일으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집회 당일에 사용한 슬로건 문구는 아래와 

같다.

“산림은 풍력과 대규모 태양광이 훼손하고 책임은 서민 사업자들에게

전가하네.”

“임야 가중치 조정하니 대규모 산림 훼손 더욱 심해지네.”

“산림 훼손 핑계 대고 실상은 대 자본 편향 정책”

“정말 산림 보존 위한다면 대규모 태양광 가중치를 제로화하라.”

“대한민국 산림은 대자본의 전유물인가?”



- 87 -

[그림 5-3]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대책위원회 집회 시위

즉, 사업자는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만든 이유는 난개발 

및 산림훼손 방지와 주민반대 때문이나, 이러한 이유들이 모두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먼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은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을 준수하며, 오히려 발전시설 주변에 차폐목을 조성하기 때문에 산림 

및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마을발전기금을 노린 부당한 

반대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규제나 

주민동의 요구 등은 불합리한 규제이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폐지시키고 일관된 태양광 확대 정책을 펼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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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결

앞서 알아본 주요 정책참여자들의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입장과 

상호작용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5-4]와 같다15). 참여자들 간 다양하고 

다층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의 가장 아래 부분에서 볼 수 있듯 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인근 지

역 주민과 사업자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 이에 주민은 건강 및 경제적 

피해 우려, 경관 및 환경 훼손 등을 사유로 기초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

다. 기초지자체는 주민들의 민원과 더불어 태양광으로 인한 관내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격거리 규제’를 마련·운영하게 된다. 기

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함에 따라 사업자가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태양광 인허가 신청도 제한된다. 이

에 사업자는 이격거리 규제가 불합리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민원을 

제기할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을 제기하기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는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로 하여금 이격거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유도한다. 하지

만 반대로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지자체 조례로 명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에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이격거리를 완화 개정하는 한편, 일부 기초지자

체는 이격거리 신설·강화하며 지자체별로 상이한 정책변동을 겪는다. 

한편,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이격거리 규제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15) 이 도식에서 타원은 정책행위자를, 직사각형은 사회문제를, 점선으로 된 둥근 

형태의 사각형은 제도를 의미한다. 화살표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향성을 뜻하며, 어떤 

영향인지에 관해 화살표 옆에 글로 서술하였다. 영향에 순차가 있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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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려 행정심판이 청구될 시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기초지자체의 규제 

완화를 유도하는 한편, 동시에 정부에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방세 교부를 

건의하는 등 각 지자체가 관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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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주요 정책참여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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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연구결과 요약과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 갈등와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초지자체 ‘이격

거리 규제’의 정책과정을 분석하였다. 정책과정 분석에 앞서, 먼저 이

격거리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초지자체인 91곳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제도 현황을 파악·분석하였다. 제도 현황 분

석 결과,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도로·주거지로부터 100m~500m 사이의 

이격거리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6곳은 도로로부터 800m~1,000m의 강한 

이격거리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21곳은 비가시권의 경우, 16곳은 

인근 지역 주민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 4곳은 주민사업자의 경우에 이격

거리를 완화 혹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이격

거리 외에, 발전시설의 부지경계에 울타리나 차폐수를 설치해야한다는 

조항도 다수 지자체에서 볼 수 있었는데, 63곳이 설치 의무화, 7곳이 설

치 권고 조항을 보유하고 있었다. 광역지자체 별로 이격거리를 보유한 

기초지자체의 비율을 산출하였을 때에는, 전라남도가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론에서는 정책과정을 정책형성 단계와 정책운영 단계로 구분

하여 단계별로 연구질문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질문은 ‘기초지자체들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의제설정 원

인과 제도결정 요인은 무엇인가?’로, 정보공개청구와 전화인터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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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91곳 지자체에 동일한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여 답을 구하였다. 먼저 

이격거리 규제의 의제설정 원인에 대해서는 82곳의 기초지자체로부터 유

의미한 답변을 얻었다. 지자체들의 의제설정 원인을 여섯 가지로 유형화

하여 복수집계했을 때, ‘난개발 및 경관훼손 방지’(75곳), ‘주민민

원’(33곳), ‘산지훼손’(16곳), ‘지가상승 및 외지인의 경제적 이

익’(4곳), ‘인허가 쏠림 현상’(3곳), ‘환경저해시설인 태양광으로부터 

환경보전’(2곳) 순으로 나타났다. 서론에서 알아보았듯이 많은 기사나 

세미나에서는 기초지자체들이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주민 민원에 따

라 이격거리 규제를 제정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

에 따르면, 지역의 난개발과 경관 훼손 방지가 이격거리 제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82곳 중 75곳이나 이러한 답변을 하였는데, 그만큼 

실제로 태양광에 설치에 따라 지역 내 환경 훼손이나 미관·경관상의 피

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2순위 원인으로 

나타난 주민민원과 연계되기도 하는데, 즉, 주민들이 합당한 근거 없이 

태양광 설치에 반대 –예를 들면, 외지인이 들어와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

을 얻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나, 사업자로부터 보상(마을발전기금 등)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태양광 

설치로 산림 등 환경이 훼손되고 마을 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주민민원에 대해 좀 더 논의하자면,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따르면 

주민들은 경관 저해, 환경파괴, 건강 및 경제적 피해 우려, 주민동의 부

재, 마을공동체 파괴 등을 사유로 지자체에 태양광 반대 민원을 제기한

다. 이 중에서 특히 해남군 주민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태양광 설치

에 따른 건강 피해 우려가 주민들의 주요 반대 이유임을 알 수 있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변 영향에 관해 신뢰할만한 정보가 발표된 것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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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주민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주민들

은 발전사업의 규모(설비용량)에 상관없이, 마을 입구나 마을에서 잘 보

이는 산지 등 주민들의 생활 가시권 내에 태양광이 설치되는 것에 미관

상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도 밝혔다.

다음으로 지자체별 특정 이격거리 규제로 결정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총 39곳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얻었고, 답변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복수집계하였다. 최초로 이격거리 규제를 제정한 지자체인 

영광군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축사

육시설 거리규정을 참고하여 태양광에도 이격거리 규제를 마련했다고 답

하였다. 그 이외 지자체들의 답변은 ‘타지자체의 정책참조’(20곳),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 준용’(16곳), ‘광역지자체 가이드라인 참

조’(4곳) 순으로 집계되었다. 즉, 많은 지자체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격거리 규제로 결정했다기보다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광군을 비롯한 초기 지자체들의 제도를 참조하여 이

격거리 규제를 제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산자부, 광역지자체 등 상위 정

부의 가이드라인 또한 정책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연구질문은 ‘이격거리 규제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참

여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은 어떠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로,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이격거리 규

제 운영에 대한 주요 정책참여자의 입장분석을 실시하였다. 태양광 설치

에 반대하는 주민은 이격거리와 관계없이 마을에서 잘 보이는 곳의 경관

이 태양광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며, 기초지자체는 이격거리 규

제를 난개발과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태양광 신청건수 자체를 감소시켜

주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합법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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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며 지지했다. 한편, 광역지자체(전라남도)는 산자

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과 도내 시군의 난개발 방지 사이에서 때에 따라 

입장을 변화하며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는 

이격거리 규제를 주민 민원 때문에 마련된 규제로 인식하고 이격거리 규

제 폐지를 유도하는 대신 이익공유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 증진을 도모하

려는 입장이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의 위해성이나 산

림훼손 유발은 잘못된 편견으로 이격거리 규제는 불합리하며, 정부가 이

를 폐지하여 일관된 태양광 보급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입장을 국민청원

이나 행정심판 제기, 집회 시위 등을 통해 표명했다. 이러한 정책참여자

들 간 상호작용 속에서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각 지자체 별 내부적 논의

에 따라 이격거리를 완화하거나 오히려 신설·강화하며 각각 상이한 정

책변동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2)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의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격거리 규제가 정책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책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밝힌다. 이 규제는 난개발과 경관훼

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반대 민원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하지

만 이 규제는 도로·주거지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확보하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사업자들이 산 밑자락에 태양광 사업을 신청하게 하여 산림훼손

과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설치부지가 주민들에

게 미관상 영향을 주는 가시권인지, 차폐되어서 경관 영향이 없는 곳인

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이격거리를 두는 것은 태양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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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 증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종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데, 먼저 이격거리 규제를 근거로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

여 지자체가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민들도 결국에는 태양광 설

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의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마을발

전기금 등 보상이라도 많이 받으려하는 식의 폐해도 발생하고 있다16). 

또한 정책참조를 통해 인근 지자체들로 이격거리 규제가 확산되다보니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태양광 인허가 신청이 쏠리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신청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 정책인 태양광 보급 확대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방지하면서, 

주민들의 경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이해관계자들의 목

소리를 반영하여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 이러한 문제는 현재 이격거리 규제가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이격거리 조항을 합법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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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이 연구는 앞선 연구결과와 논의 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

라의 태양광 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지역 경관 가치 고려와 주민수용성 

제고를 시사한다. 지역의 경관 가치를 고려하면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두 가지 단기적 정책방안과, 장기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주민수

용성 증진과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두 가지 정책방안을 아래 [그림 

6-1]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인근 주민의 경관 영향을 고려한 인허가’, ‘기초지자체 주도

의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의 경관 피해를 최소화하고, ‘태양

광 위해성 평가 연구 실시 후, 정보 제공·홍보를 통한 대중 인식 개

선’,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 마련·활성화’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제

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안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

처 간 협의를 통해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방안들이 우리나라

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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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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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경관 가치를 고려한 정책방안

먼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에너지전환 논의에서 지역 경관 가

치에 대한 고려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경관을 무시한 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보급된다면,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질수

록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발생했던 사회적 갈등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

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전세계 중 유독 우리나라에

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

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역의 경관 가치를 중시하지 않고 마을 

인근 부지나 산지에 설치하도록 허가하는 정부 정책 때문일 것이다. 스

위스 등에서는 경관 서비스를 중시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을 지붕 위가 아닌 일반 나대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

지하기도 한다(Kienast et al., 2017: 405).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적어, 나대지

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

래와 같은 정부 지원 정책의 부작용으로 난개발이 더 가속화된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 사업의 RPS 가중치를 

1.2로 우대하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에서 소규모 입찰 참여서를 

우선선정하는 등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다보니 외지 사업자들이 일조량이 좋으면서도 지가가 저렴한 

전라남도 등 농촌 부지를 찾아 집중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일종의 부동산 투기 형태로 변질되었다. 사업자가 입

지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해당 마을 주민들의 경관 영향은 중요 고려사

항이 아니기에 이 과정에서 난개발과 주민들의 경관 피해가 진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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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지금과 같이 

획일적인 이격거리로 입지규제를 하기보다는 ‘부지 인근 주민에게 미치

는 경관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가 더 효과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현재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로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

기하는 경우 법원이 지역의 경관 가치로 판결을 내리고 있어, 경관 영향

을 근거로 인허가를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격거리 규제의 대안으로, 마을 주민의 조망권을 

고려하여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부지가 주민 생활반경 내 가시권인지 여

부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제도를 마련·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중앙정

부 차원에서 국토부와 산자부 공동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송부하여 반영하도록 유도하거나, 각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조

례를 개정하면서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농지와 임야 간 RPS 가중치에 차등이 없기에, 농지보다 지

가가 저렴한 산지로 태양광 사업이 집중되어 산지훼손 문제가 발생한 측

면이 있다. 산지훼손의 경우에는 산자부도 최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

고, 2018년 5월 18일, 임야 지역에 대한 RPS 가중치를 100kW 미만 기준 

1.2에서 0.7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중치 

조정에 대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이 집회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발이 심한 상황이나, 이 고시가 현실화된다면 임야의 태양광 사업 수

익성 급감으로 투자가 위축되어 태양광으로 인한 산림훼손 문제는 앞으

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이나 협동조합보다는, 사업자들이 

투기성으로 지가가 저렴한 지역을 찾아 100kW 미만 급 소규모 사업을 

하다보니, 다른 국가들과 달리 분산형 에너지체제로 가면서 오히려 사회

적 갈등이 증폭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자들이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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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도로 등 환경·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나

라는 3020 이행계획(2017.12.)을 통해 간척지, 저수지 등의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 2018~2030년 사이 30.8GW의 태양광 신

규보급이라는 목표치의 많은 부분을 달성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안에 더하여, ‘기초지자체 주도의 태양

광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제안한다17).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환경적·지

역적으로 갈등 요소가 적고 태양광발전에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고, 그러

한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입지를 시행할 경

우, 난개발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태양광 보급도 확대할 수 있

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획입지를 활발하게 시행하는 기초지자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기초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변화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는 기초지자체

가 자율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동참하고 에너지전환의 권한과 책

임을 가지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분산형 에너지체제로 나

아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의 자발

17) 정부가 3020이행계획에서 발표한 계획입지제도는 해상풍력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부지를 발굴하는 제도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초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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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태양광발전에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태양광 위해성 이슈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및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태양광으로 

인한 빛 반사와 눈부심, 전자파, 주변 온도상승으로 인한 농작물·가축 

피해 등에 대해 우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몇몇 지자체에서

는 태양광을 비선호시설을 넘어서서 위해시설로 인식하고 있기도 했다. 

산자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2017.03.)에 ‘태양광 발전시

설 유해성 Q&A’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다소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보가 이루어지

지 않아 시민들의 인식 개선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국 각지

에서 태양광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 사이에 이미 태양광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힌 상황인만큼, 정부는 한국 상황에 맞는 태

양광 위해성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대중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홍보하

여 인식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을 다양하게 고안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17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태양광 사업’이 하

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에게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REC 판매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태

양광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서 발생되는 유휴지 등에 농업인이 저리융자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

게 지원하여, 태양광도 보급도 확대하고 농업인은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이외에도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및 시민펀드형 사업에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을 신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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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예정이다. 주민이 쉽게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이익공유 모델이 다양하게 개발된다면 

주민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18년 3월, 전남 

8개 군 지역주민 연합체인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이 출범하

는 등 최근 주민의 참여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과 특

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간척지나 폐염전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생가능에

너지 발전사업을 하고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요 사

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하태민. 2018.03.23.).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확

인했듯이,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적 참여나 입지선정 과정에의 참여는,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성립하여 장기적으로 주민수용성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만

큼, 앞서 제안한 정책방안들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산업통

상자원부는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를 위해 각각 정책을 펼치다보니, 부처 간 중시하는 가치가 충돌하여 정

부 정책에 일관성이 무너졌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재생가능에너지와 환경 이슈는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의제인

만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일관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실현에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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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는 여러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의 정책과정을 탐색적·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였기에, 좀 더 면밀하게 이론화시키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격거리 규제는 다른 여타 지자체 제도와 

달리, 각 지자체를 넘어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마련·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규제이

다. 이 연구는 이러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도가 형성·운영·변동되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는 정책과정 

모형의 틀을 적용하여 그 과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90여곳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더 나아가 기초지자

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사업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폭넓

게 분석하였다. 이격거리 규제의 정책과정 분석 결과, 국토부와 산자부 

간의 정책경쟁,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권한과 통제 등과 관련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양한 정책행위자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다보니 특

정한 지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지는 못했다. 이에 이격거리 규제의 정

책과정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 정책과정 이론에 

더욱 집중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계는 이격거리 규제의 형성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동 

제도를 보유한 91곳 지자체의 답변을 전부 담고자 했으나, 정보공개청구

라는 방법론의 한계로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보공개청구는 관련 

정보가 존재할 시에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보 

부존재를 통보하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하였다. 이에 유의미한 답변을 준 

지자체만을 연구에 포함시키다보니 정책의제 설정원인의 경우에는 8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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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요인의 경우에는 39곳 지자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이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공개되는만큼, 좀 더 심

층적인 답변은 얻기가 힘들었다. 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의 경

우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격거리 규제 운영에 대한 정책참여자 입장분석에도 최대한 다

양한 행위자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으나, 기초지자체의 경우 해남군을 비

롯한 세 지자체 사례로, 광역지자체의 경우 전라남도 단일사례만을 다루

었다는 점도 한계점이다. 세 지자체 모두 이격거리 규제 운영 과정에서 

정책변동을 겪었으며, 전라남도가 광역지자체 중 태양광 설치량이 압도

적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입장이나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

어, 다른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연구가 더욱 

보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후속연구를 제안하려 한다. 첫째는, 우리나

라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태양광으로 인

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이격거리 규제를 마련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연

구이다. 이 연구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만을 연구 대

상으로 한정하였기에,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과정

이 나타나고 있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격거리 규제를 마련

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면 지자체의 규제정책형성과 관련된 이론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과 일본에서만 태양광 설치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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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태양광 

갈등 양상과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일본은 특히 최근 

대규모 태양광을 뜻하는 ‘메가 솔라’의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

대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태양광이 개발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기에 이를 규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과 일본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유독 두 나라에서 태양

광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낮은 원인을 사회적·정책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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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광역 기초

이격거

리

(도로/

주거지)

조례/규칙
최초 

제정일
개정일

정책

변동
특이사항

부지 경계 

울타리 / 

차폐수

1 강원 강릉시 100 / 100 개발행위허가 1̀7.12.27 - - 단, 세대주 전체 동의 시 허용 의무

2 강원 고성군 100 / 200 개발행위허가 1̀7.12.26 - -

발전시설 규모 100Kw 이하는 허가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발전사업 간의 거리

제한은 100미터 이상)

의무

3 강원 동해시 200 / 500 개발행위허가 `17.2.17 - - - 의무

4 강원 양구군 100 / 100 개발행위허가 `17.11.8 - -

� 다만, 해당마을 전체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2년이상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

는 농업인이 농지를 이용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

-

5 강원 양양군 100 / 100 개발행위허가 `17.6.9 - - - 의무

6 강원 영월군 500 / 500 개발행위허가 `17.2.9 - - - 의무

7 강원 정선군 200 / 200 개발행위허가 1̀6.12.30 - - - 의무

8 강원 평창군 500 / 500 개발행위허가 `17.4.7 - - - -

■ 부록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현황

(2018.03.31. 기준, 가나다 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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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원 홍천군 500 / 500 개발행위허가 1̀6.11.18 - - - 의무

10 강원 횡성군 500 / 500 개발행위허가 `17.5.26 1̀7.9.29(개) 강화

도로에서 지형지세 등(인위적 차폐 제외)

을 통하여 차폐가 되어 경관상 비가시권

인 경우는 300미터 이내로 입지 제한

-

11 경기 연천군 100 / 100 개발행위허가 `17.8.1 - - - 의무

12 경남 거창군 200 / 600 군계획조례 `17.5.10 - - - 의무

13 경남 고성군 100 / 300 개발행위허가 `16.4.1 1̀6.7.27(개) -
다만, 가시권 내에서만 이격거리를 적용

함.
의무

14 경남 밀양시 100 / 100 도시계획조례 1̀7.12.21 - -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면서 밀

양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40퍼센트 

이하 일 것.

-

15 경남 사천시 300 / 300 도시계획조례 `17.3.30 - - - 권고

16 경남 산청군 300 / 200 군계획조례 `17.9.25 - - - 권고

17 경남 의령군 100 / 200 군계획조례 `17.7.5 - - - 의무

18 경남 진주시 500 / 500 도시계획조례 1̀7.12.20 - - - 권고

19 경남 하동군 100 / 300 개발행위허가 1̀7.11.24 - -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격거리 적용하지 않

음.

의무

20 경남 함양군 800 / 500 군계획조례 `16.9.27 - - 농촌태양광 사업 참여자의 경우 완화 의무

21 경북 경주시 300 / 200 개발행위허가 `17.2.15 - - - 의무

22 경북 김천시 300 / 200 개발행위허가 `17.3.23 - -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지

형지세 등을 통하여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는 허가할 수 있음.

의무

23 경북 문경시 500 / 300 개발행위허가 1̀6.12.27 - -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요도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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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지세 등을 통하여 차폐가 되어 경관

상 저해가 없는 경우는 허가할 수 있음.

24 경북 봉화군 500 / 300 개발행위허가 1̀6.11.14 1̀7.10.23(개) -

�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하나 해당 주거지역 주민의 60% 이상

이 설치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로 사업지

구의 시설물이 차폐될 경우 미적용

� 발전시설 용량 100kw이하 발전시설은 

주변 토지 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

여 허가 할 수 있음.

� 사업주는 당해 마을의 대표 및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

25 경북 성주군 500 / 300 개발행위허가 `17.3.16 -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 용량 

100kw이하 시설은 주변 토지이용현황

과 경관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음. 

다만, 동일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 구

분 없이 연접하여 허가할 수 없음.

�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전

시설이 지형지세 등을 통하여 주요도

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

로부터 차폐가 되어 경관 상 저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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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등 피해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2분의 1범위 내에서 「성주군 도

시계획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

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음.

26 경북 안동시 500 / 500 개발행위허가 `17.3.3 - -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요 도로에서 

지형 지세 등을 통하여 차폐가 되어 

경관 상 저해가 없는 경우 등 도시계

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도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3.(2) 및 3-2-6.(4)의 경관 및 위해

방지 체크리스트 등에 적합한 지역이어

야 함.

의무

27 경북 영덕군 200 / 100 개발행위허가 `17.1.26 `17.8.4(개) 완화

단,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서는(제4호에 해

당하는 경우 제외) 도로 거리 제한을 적

용하지 아니함.

의무

28 경북 영주시 500 / 500 개발행위허가 `17.3.31 - -

� 철새 등 조류의 이동경로 방해 및 충

돌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객들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자연경

관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자연의 보전·문화재,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 차원의 

자연경관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하지 않

을 것.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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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마을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설

명 및 사업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2/3 이상의 

주민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였다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토지형질변경 여부 및 시설규모와 관

련없이 이해관계 다수인(5인이상)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도시계획(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음.

29 경북 영천시 100 / 100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15.6.23 1̀7.3.15(제) 완화

태양광발전에너지농사 발전시설의 경우에

는 영천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운영지침 

적용을 받지 않음.

-

30 경북 예천군 500 / 300 개발행위허가 `17.2.16 - -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

량 100kw 미만인 발전시설은 설치를 허

가하되, 지붕이나 옥상으로부터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함.

의무

31 경북 울진군 1000 / - 개발행위허가 `16.7.22 ’17.9.6(개) 완화

� 다음 각 호의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휴경지, 공한지 등 농경지는 주변여건

을 고려하여 주요도로에서 지형지세 등을 

통하여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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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32 경북 의성군 500 / 200 개발행위허가 `16.9.1 - - - 의무

33 경북 청도군 300 / 300 개발행위허가 `16.8.8 1̀7.6.23(개) 완화 - 의무

34 경북 청송군 1000 / 500 도시계획조례 1̀5.10.13 - - - 의무

35 경북 칠곡군 500 / 300 개발행위허가 `17.1.24 -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 용량 

100kw이하 시설은 주변 토지 이용현

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허가 할 수 있

음.(단, 100kw이하 시설은 동일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 구분없이 연접하여 허

가할 수 없다.)

-

36 인천 강화군 100 / - 개발행위허가 `17.5.30 - -

� 2/3이상의 주민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였다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

음.

� 5인이상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도

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

음.

의무

37 전남 강진군 100 / 100 개발행위허가 `16.7.4 - - - 권고

38 전남 고흥군 500 / 500 군계획조례 `17.6.27 - -

�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과 신청부지 사

이에 차폐가 가능한 지형지물 등이 있

어 경관 훼손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주민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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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39 전남 곡성군 500 / 500 군계획조례 `16.5.31 1̀7.10.11(개) - - 의무

40 전남 광양시 100 / 100 개발행위허가 `17.4.5 - - - 의무

41 전남 구례군 1000 / 500 군계획조례 1̀6.12.26 - -
다만, 산지 등으로 차폐되어 경관 훼손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
-

42 전남 나주시 100 / 100 개발행위허가 1̀6.12.30 - - - 의무

43 전남 담양군 500 / 500 군계획조례 1̀6.12.30 - - - 의무

44 전남 무안군 100 / 100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3.10.08 1̀7.11.27(제)

폐지 

→

완화 

제정 

� 설비용량 1,000kW이상의 태양광 발전

소 설치 사업에 대해 인근지역 거주자

의 지분참여 등 지역주민을 사업에 참

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은폐, 엄폐시설이 있는 경우는 예외

-

45 전남 보성군 200 / 200 군계획조례 `17.1.17 `18.2.6(개) 완화
10호 미만이거나 전 세대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는 100미터
의무

46 전남 순천시 100 / 300 개발행위허가 `17.3.31 - - - 권고

47 전남 신안군 100 / 100 군계획조례 1̀4.11.20 1̀7.12.28(제) 완화

� ‘이격거리 이내에 있는 실거주 주민

(만 19세 이상에 한정한다)의 90퍼센트 

이상이 동의한 경우’, 또는 ‘발전시

설의 집단화, 마을기업 육성 및 주민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

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태양

광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미적용

�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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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 주변 경관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하여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적정

규모의 차폐시설 설치’, ‘주민설명

회 개최 등 지역 갈등 해소 방안의 수

립(이 경우 송전선로개설을 위한 「도

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사항을 

포함)’을 권고할 수 있음.

48 전남 여수시 100 / 300 개발행위허가 1̀6.11.10 1̀7.7.25(개) - - 의무

49 전남 영광군 100 / 500 개발행위허가 `12.5.10 1̀4.11.18(개) - - 의무

50 전남 영암군 100 / 500 개발행위허가 `17.2.9 - - - 의무

51 전남 완도군 500 / 500 개발행위허가 `15.4.15 - - - 의무

52 전남 장성군 500 / 500 개발행위허가 1̀6.10.24 1̀7.7.18(개) -
사업부지가 가시권이 아닌 경우에는 직선

거리 200m
의무

53 전남 장흥군 1000 / 500 군관리계획조례 1̀5.12.30 1̀7.12.29(개) -

�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500미터

�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권고할 수 있음.

� 단, 주민 전체의 합의가 있고, 수익의 

15%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면 허용

권고

54 전남 진도군 500 / 500 군계획조례 `16.10.4 1̀7.6.13(제) - - -

55 전남 함평군 500 / 300 개발행위허가 `14.1.13 1̀6.11.11(개) -
주변환경(가시권 등)을 감안하여 제한거리

를 30퍼센트 경감할 수 있음.
의무

56 전남 해남군 500 / 500 군계획조례 `14.4.25 `17.4.7(개) 강화 - -

57 전남 화순군 500 / 500 개발행위허가 `15.7.1 1̀7.7.11(개) - 500m이내라도 가시권 밖으로 300m이상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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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곳으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할 경우 허가할 수 있음.

58 전북 고창군 500 / 100 개발행위허가 `16.1.26 `17.3.2(개) -

거리기준이 1/2을 제외한 지역으로 연변

가시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 허가 할 수 있음.

의무

59 전북 김제시 100 / 100 개발행위허가 `17.9.29 - - - -

60 전북 남원시 100 / 100 개발행위허가 `17.9.8 - -

다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세대주의 80

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

설을 허용할 수 있음.

-

61 전북 부안군 100 / 100 개발행위허가 `17.6.19 1̀7.10.25(개) -
해당 주민들이 100% 동의하는 경우 발전

시설을 허가할 수 있음.
의무

62 전북 순창군 100 / 500 개발행위허가 `16.4.25 1̀8.1.30(개) 완화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

상 세대주의 동의(70퍼센트 이상 찬성)를 

얻은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의무

63 전북 완주군 100 / 100 개발행위허가 `17.9.21 - -

다만, 해당 주거밀집지역 또는 자연취락

지구의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태양

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 상 세대주의 80퍼센트 

이상이 찬성하여야 함.

의무

64 전북 익산시 100 / 200 개발행위허가 `16.6.15 1̀7.4.28(개) - 단, 해당 주민 전체 동의 시 허용 -

65 전북 임실군 100 / 100 개발행위허가 `17.6.30 - - 주민 70%이상 찬성 시 허용할 수 있음. 의무

66 전북 장수군 100 / 100 개발행위허가 1̀7.10.26 - -

� 비가시권의 경우는 제외

� 주민 80%이상 찬성 시 허용

� 하천, 소하천 구역을 벗어난 상류부 

계곡부에 발전시설 부지 조성 시　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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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획은 하천 및 기본계획에 맞추어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배수시설 

위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음.

� 발전시설 단지 내 배수 처리 계획 시 

토공배수로 설치는 지양하고, 토사유

실 방지를 위하여 곳곳에 침사지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67 전북 전주시 100 / 100 도시계획조례 1̀6.12.30 1̀8.2.28(개) - - -

68 전북 정읍시 100 / 100 개발행위허가 `17.4.14 - -

다만, 해당 주거지에 주민등록을 기준으

로 세대주의 8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음.

-

69 전북 진안군 1000 / 500 개발행위허가 1̀6.12.30 - -

� 도로 비가시권은  500m, 농어촌도로는 

200m

� 사업 시행 전 해당 주거지 주민을 대

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등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70 충남 계룡시 200 / 200 개발행위허가 `17.8.10 - -

�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m 이

내로 설치하고, 최소 3m이상의 이격공

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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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

록 해야 함.

� 임야 등 경사지에 발전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산

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예상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

허가 할 수 있음.

71 충남 공주시 200 / 200
환경저해시설 

인가 지침
`16.4.1 1̀7.2.15(개) - 주거밀집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허용 -

72 충남 논산시 - / 300 개발행위허가 `15.6.10 - - - 의무

73 충남 당진시 200 / 500 개발행위허가 `16.5.13 - - - 의무

74 충남 보령시 200 / 200 개발행위허가 `17.8.10 - -

10호 미만 가옥당 20m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주

택을 기준하여 5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의무

75 충남 부여군 200 / 300 개발행위허가 `16.6.15 1̀7.10.13(개) -

� 도로의 경우, 지형여건 등 도로와 부

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음.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

용허가 기준 등)에 따라 산지의 헥타

르당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상인 지

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의무

76 충남 서산시 200 / 200 개발행위허가 `17.6.26 - - � 발전시설 부지는 지역의 특성 및 개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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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유보용도(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

역·자연녹지지역)에서는 지역발전 추세

와 도시경관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개발행위허가의 기

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

2. 보존용도(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

연환경보전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

지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도시

경관 및 주변 환경보존을 위하여 개발행

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

77 충남 서천군 250 / 400 개발행위허가 1̀5.10.26 `16.9.9(개) -

5호 이상 10호 미만 인가의 경우 직선거

리 200m, 5호 미만인 경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의무

78 충남 예산군 200 / 500 개발행위허가 1̀5.10.28 `17.2.1(개) 강화 - 의무

79 충남 천안시 200 / 300 개발행위허가 `17.3.21 - -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며,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

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

도록 해야 함.

의무

80 충남 청양군 200 / 500 개발행위허가 1̀5.12.29 1̀6.10.27(개) 강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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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산지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 통계상 청양군 ha당 

입목축적 100%이상인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81 충남 태안군 200 / 400
태양광 업무 

처리 지침
1̀6.12.16 1̀6.12.19(개) -

�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

용 허가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산지 

ha당 입목 축척이 산림기본 통계상 태

안군 ha당 입목축척 100%이상인 지역

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의무

82 충남 홍성군 200 / 200 군계획조례 `17.2.28 - -

� 도로에서의 가시권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제외

� 배전선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구역 내 전기실에서 송전선로까지 

지중화 하여야 함.

� 태양광모듈은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로방향으로 연속

하여 설치할 경우 100미터 이내로 설

치하고, 가로방향으로　최소 3미터이

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

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

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함.

의무

83 충북 괴산군 200 / 500 개발행위허가 1̀6.11.11 - - -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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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충북 단양군 200 / 200 개발행위허가 1̀6.10.14 - -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에 배수시설

의 설치와, 수리계산을 하여 배수시설의 

단면을 결정하도록 할 수 있음.

의무

85 충북 보은군 200 / 500 개발행위허가 `16.8.5 - -

마을주민이 2/3찬성으로 마을공동 재산(부

지)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로 허가할 수 

있음.

의무

86 충북 영동군 200 / 500 개발행위허가 `16.4.5 - - - 의무

87 충북 옥천군 200 / 300 개발행위허가 1̀6.10.10 - -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우수유

출량 산정에 맞게 U형플륨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함.

의무

88 충북 음성군 300 / 200 개발행위허가 1̀6.10.25 - - - 의무

89 충북 제천시 500 / 200 개발행위허가 `16.6.10 1̀6.9.23(개) 강화 - 의무

90 충북 증평군 200 / 200 개발행위허가 1̀6.11.25 - -

자연의 보전,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

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

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군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의무

91 충북 진천군 100 / 100 개발행위허가 1̀6.10.20 1̀7.7.31(개) 완화

주거환경, 도로미관 및 주변 경관 등 여

건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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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 government has set up a “3020 Implementation Plan 

for Renewable Energy” to promote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As a result, the investment of small-scale generators in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nationwide is increasing rapidly. 

At the local level, however, the local people are opposed to the 

installa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thus social 

conflicts between local people and generators are occurred. Mean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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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standards for permit for PV 

generation facilities. As of March 2018, 91 local governments of 228 in 

Korea have the same type of regulation on development permits. The 

system that permits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to be 

granted a minimum of distance from roads and residential area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it is pointed out that the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are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generators, which are 

hindrance factors to prevent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sued a guideline to encourage the 

abolition of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in local governments, 

however after that, more than 30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the 

regulations.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and policy process of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 in local governments which is under social 

controversy are analyzed, and th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ly, all the related regulations of all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a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separation distance 

conditions of 100m~500m from the main road and residential congestion 

area, and 6 local governments have strong conditions of 800m~1,000m 

from the main road. Meanwhile, there are exceptions that 21 local 

governments are for non-visibility cases, 16 areas are for the consent 

of the local residents cases, and 4 areas are for residents' own 

business cases. In addition to the separation distance, 70 local 

governments also have provisions to mandate or recommend the 

installation of fences or shields at the site boundary of the power 

generation facilities.

  Secondly, according to the policy process model, the causes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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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which is consisting of policy agenda setting and policy 

decision are analyzed. The open-ended questions were asked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systems and interview on the background 

of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formation, and the responses were 

classified in multiple ways. There are responses from 82 local 

governments about the reasons for agenda setting for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There are 75 cases of “Prevention of 

unsustainable development and landscape destruction,” 33 cases of 

“Local residents' complaints,” 4 cases of “Land price rising,” 3 

cases of “Excessive concentration of PV permission application,” and 

2 cas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PV facilities.” There are 

39 local governments' responses regarding the determinants of the 

policy deci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local government which 

enacted the Regulation at first of “Refer to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 from the livestock breeding facilities,” 20 cases of “Policy 

reference to other local governments,” 16 cases of “Apply guideline 

from central government,” and 4 cases of “Apply guideline from 

province.”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stances and interactions of key 

policy participants are analyzed through depth interview,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in Haenam-gun. Residents opposed to PV 

installation due to landscape destruction, regardless of separation 

distance. The local governments are considering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by means of restricting the application of development 

permit for Photovoltaic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vised the enforcement ordinance so that the local 

governments could legally specify and operate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un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province (in this case, Jeollanam-do) changed 



- 129 -

its positi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ir loc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Commerce, Trade and Energy 

and the National Assembly were trying to improve the community 

acceptance by benefit sharing system and inducing the abolition of the 

regulations in local governments at the same time. Small-scale 

photovoltaic power generators insisted on abolishment of the 

unreasonable regulations.

  This study clarified that the main causes of the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formation are “prevention of landscape destruction and 

unsustainable development” and “local resident’s complaint.” As 

results of the study, but rather, it has been found that the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may cause un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but also serve as a stumbling block to 

expansion of solar energy. In other words, the Regulations are not 

suitable policy solution for policy problem, but rather causes various 

side effec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the review of the 

current solar policie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are suggested. In 

order to consider the local landscape value, this study proposed 

“revision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order to consider the 

landscape influence of the nearby residents” and “introduction of the 

planed siting system led by local government.” As a policy measure 

for increasing community acceptance on solar energy, “improvement 

of public awareness through information provision and publicit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lar photovoltaic risk assessment research” 

and “provision of the various business models which could encourag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re suggested. As many stakeholders are 

involved in the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in Korea, maintaining 

consistency among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would be key to 

policy realization. If these points are improved, it is expected to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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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with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 in Korea.

keywords : Energy Transition, Renewable Energy, Solar Policy,

Solar Conflicts, Community Accentance,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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