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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재생에너지 전환은 글로벌스케일의 기후위기가 지속되고, 각국

에 탄소 감축 의무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

고 있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6.2%(2020년 기준 전

국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제주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이는 전국

평균 7.43%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특히 지난 10년간 제주에

서 이루어진 태양광발전시설의 빠른 보급이 큰 역할을 한다.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프라의 설치를

반드시 요구한다. 이는 매우 구체적인 사회공간적 과정으로서, 여

러 행위자의 장소성 및 영토적 이해관계와 깊이 연관된다. 특히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입지 과정에서 물리적인 공간을 많이 차지하

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복잡한 사회공간적 변화를 동반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의 에너지 전환에서 태양광발전소가 빠

르게 보급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규명하고, 제주 대정 지역을 구체

적인 사례로 하여 농지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발전소 입지가 어떠

한 사회공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태양광발전소는 왜 농

지로 향하게 되었으며, 사례지역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 과정에

서 토지재산권에 기반한 지대추구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

가? 둘째, 사례지역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함에 따라 사회공

간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문제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의 에너지 전환은 자산

으로서 토지가 지닌 지대추구적 특성을 활용함에 따라 신규 입지

가 촉진되고, 전환이 가속화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농지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발전소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사례지역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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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닌 지속가능성이라는 의미를 왜곡 및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함께 존재하게 된다. 연구 결과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입지를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 절차가 지대추

구적인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이는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태양광발전시설의 빠른 보급은 제주스케일에서 전력의 일시적 과잉

공급을 발생시킨다. 한편,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전력출력제한’ 조

치로 이어지게 되는데, 풍력발전과 같이 발전 규모가 큰 재생에너

지원에 대해 먼저 조치가 취해지는 등 우발적 결과를 낳았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전력출력제한조치를 사유재산권 침해로 받

아들이고 전국스케일의 교섭단체를 조직하면서 이익단체로서 역량

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3. 사례지역에 입지하게 된 농지 태양광발전시설의 소유권 관계는 지

리적으로 확장되어있다. 이는 태양광발전소 입지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사례지역 자영농태양광 사업자 대다수는 시설 입지 과정에서 융자

를 활용한다. 지금처럼 낮은 전력가격이 지속되면 소유권 이전을

유발할 수 있다.

5. 농업이윤의 감소가 지금처럼 지속되면, 농민과 외지인 둘 다에 의한

농지잠식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6. 사례지역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는 표면적으로는 높은 주민수용성

을 보이고 있으나, 역설적 측면을 지닌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분석틀은 제주스케

일 전반의 농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도해 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결과 역시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립에서 기존 체제와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 지대추구 영토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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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지닌 특성 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데 기존의 입지 촉진 논리만을 활용해서

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 한편, 지금처럼 농지를

전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대신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시되

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종류의 분

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지의 지대추구 영토

화 논리가 지금처럼 지속되는 한,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대안도 마

찬가지로 특정 세력들에 대한 포섭과 배제라는 영토적 논리가 농

지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요어 : 에너지 전환, 제주도, 토지, 농지, 태양광, TPSN

학 번 : 2020-2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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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022년 5월 4일, 제주도의 민간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한국전력의 전

력출력제어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전의 이러한 제한조

치는 제주에서 전력의 일시적인 과잉공급에 따른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에 지장을

주는 조치이다. 그러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에서 전력이 과잉공급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어떤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농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었던 원인을 중점적으로

밝힌다.

한국에너지공단의「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제주는

2020년 기준 전국 최고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6.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7.43%)의 두 배 이상으로, 특히 지난 10년간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 증가가 두드러진다. 보급용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태양

광발전은 제주에서 전통적으로 발전비중이 높았던 풍력발전을 제치고

2020년 누적 470MW 보급용량(풍력 299MW)을 달성하게 된다. 즉, 제주

의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빠른 보급확대가 전국최

고 수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달성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기존의 에너지 전환에 관한 연구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 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Geels, 2004; Foxon, 2011), 사회

가 당면한 ‘지속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문제에 대해 그것의 해결을 지향

하며(Verbong & Loorbach, 2012), 학제 간 협력에 개방적인 태도를 지

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TRN, 2019). 그러나 이러한 전환 연구는

사회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중심적 논의에 머물게

되면서 노동, 불평등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고(Geels,

2019), 시간 축 위주로 전환을 설명함에 따라 공간적 차원에 관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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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며(Bridge et al., 2013), 전환을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과 무관한 것으로 묘사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Kemp et

al., 2011; Schwanen, 2017; Lawhon et al., 2011; Kern, 2011).

또한 기존의 에너지 전환 연구는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공간적인 변화를 서술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공간적 관점의 도입을 통해 제주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 맥락을 드러

내기를 시도한다. 사회공간적 관점은 먼저 전환이 추구하는 변화가 어떻

게 사회공간적으로 차별화된 방식으로 복잡하게 적용되는지를 드러냄으

로써 기존 전환이론이 지닌 공허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환

의 정책과 공간적 프로젝트가 어떻게 사회공간적 맥락을 형성하고, 그것

이 다시 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제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공간적 관

점의 주요 분석틀인 영토·장소·스케일·네트워크(TPSN) 분석틀 중에서도

특히 영토 개념에 집중한다. 이는 권력이 어떻게 사회공간적으로 실천되

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과정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더

욱 선명히 드러낼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필연적으로 전환에 관련한 시설 및 인프라의 설치를 요

구한다. 이는 매우 구체적인 사회공간적 과정으로서, 여러 행위자의 장소

성 및 영토적 이해관계와 깊이 관련된다. 실제로 한국의 재생에너지 인

프라 보급 과정에서는 그것의 입지와 관련한 갈등이 존재한다(이정필·한

재각·조보영, 2015; 장창석·김선경, 2017; 박선아·윤순진, 2018). 특히 타

에너지원과 비교했을 때 대규모의 부지를 요구하는 태양광발전소는 시설

의 입지와 관련해 적합한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소적, 영토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접합될 수 있다(박배균, 2009a). 또한 토지의 사적 소

유권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입지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의 확보가 주요 정치경제적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의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태양광발

전시설의 빠른 보급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은 순서

로 밝힌다. 1) 태양광발전소가 왜 농지로 향하게 되었으며, 사례지역 농

지 태양광발전소 입지 과정에서 토지재산권에 기반한 지대추구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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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2) 사례지역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공간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문제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토지의 영토성을 강화하는 방식

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면서 전환이 가속화되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전환이 지닌 의미를 왜곡하거나 전환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함께 존재하게 되었음을 사례지역 분석으로 드러낸다.

제 2 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제주 대정 지역(그림1-1)은 도내에서 농지와 평야가 집중적으로 분포

하며, 특히 채소류인 마늘의 전국 단위 주산지이다. 본 연구는 제주 대정

지역의 농지를 전용(轉用)하여 설치한 사업용 태양광발전소1)를 대상으로

한다. 태양광 에너지원은 다른 재생에너지원(풍력, 수력 등)에 비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수력이나 풍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골고루

분포하는 특성2)을 갖기 때문에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공간적 맥락과 접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농지로의 집

약적 이용에 따라 필지당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

기 대상이 되어왔던 제주 대정 지역의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하게

된 사회공간적 맥락을 밝힌다.

1)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소는 토지의 일시사용허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목 상 ‘잡종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본 연구가 다루는 농지 태양광발전소는 엄밀
히 말해서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한 현재에도 농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농지로서 토
지이용이 발전소로 대체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농지 태양광발전소’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2) 예컨대 수력은 하천 등을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장소의존적 에너지원이지만, 상
대적으로 태양광은 한반도 전역에서 평균일조량이 균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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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연구지역

연구지역 답사 및 면담은 2021년 5월, 2021년 11월, 2022년 1~2월에 걸

쳐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선정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눈덩이표집법을 사용

하였다. 태양광발전소는 일단 설치가 되면 유지·보수를 제외하고는 무인

화 시설로 운영되다보니 모집단에 대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

래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면담자를 탐색하는 데 장점이 있는 눈덩이표집

방식을 채택하였다. 면담방법으로는 심층면접을 채택하였다. 특히 본 연

구가 주로 수집하고자 하는 지대(rent) 자료의 경우 개인 간 거래 또는

임대차계약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양적 자료 및 방법론으로는

연구에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공간적 맥락의 복잡성과 구체성을 드러내

기 위해서는 비정형적인 자료(unstructured data) 수집에 유리한 심층면

접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면담 대상은 지주, 자영농, 소작농, 태양

광전기사업자, 태양광설치기업종사자, 토지개발 및 부동산 관련 행위자,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 총 24명에 대해 각각 1~2시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부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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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그림1-2). 다음 장인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주류전환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공간적 관

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특히 사회공간적 관점의 주요분석틀

인 TPSN 분석틀을 바탕으로 영토 개념에 집중하는데, ‘토지의 지대추구

영토화’ 구성 논리를 밝힌다. 이를 통해 현재 에너지 전환의 사회공간적

맥락이 토지의 지대추구 영토화 논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제 3 장 연구지역 개관 및 분석틀 제시에서는 연구지역의 기존 토지이

용상황 및 태양광발전소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사례지역에는 주로 농지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해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연

구의 분석틀과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제 4 장 농지로 향하는 태양광발

전소에서는 태양광발전소 보급이 촉진될 수 있었던 제도적인 조건들을

전국스케일과 제주스케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것이 특히 농지로 유도

되고 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는 토지재산권에 기반한 지대추구 과정으

로서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것이 사례지역 태양

광발전소의 빠른 보급에 큰 역할을 했음을 논증한다. 제 5 장 발전소

입지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에서는 특히 서귀포시 대정 지역의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에 집중하여 분석을 시도한

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유권 측면에서의 변화와 농촌과 농지의 위기를

심화할 수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제 6 장 결론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데 기존의 입지 촉진 논리만을 활용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향후 본 연구와 같은 종류의 분석이 확장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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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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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주류전환이론의 한계

흔히 전환이론으로 불리는 사회·기술 전환이론은 과학기술을 단순히

기술 자체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사회·기술로 재인식한다. 이는 기

술이 사회·문화·생태·경제·제도·관행 등과 함께 연계하여 진화한다는 의

미도 내포한다. 한편, 전환이론은 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 모

두를 고려하여 하나의 체제로 이해하기 때문에(Verbong & Loorbach,

2012), 사회·기술의 전환을 연구한다는 것은 곧 단일하고 복합적인 사회·

기술 체제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즉, 전환이론은 기술을 사회적 요

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공진화(co-evolution)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전환을 거시적 체제 단위 변화로 이해한다(Foxon, 2011).

특히 본 연구가 다루는 에너지 전환의 경우에는 기후위기 등 배후조건

(landscape)의 변화가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지속적으로 압력

을 가하면서 대두된다. 여기서 말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

너지 구성비(energy mix)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이 사회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에너지 체

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Devine-Wright, 2007; Winner, 1982; 윤순진

2008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에너지 전환은 주요 에너지원의 변화를 비

롯하여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 에너지를 바라보는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까지를 모두 포괄한다(한재각, 2020).

이어서는 전환이론이 지닌 의의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닌 한계를 지적한다. 이는 크게 1) 전환 과

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에도, 시간 축 위주로만 서술되는

측면이 있고 변화를 점진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점, 2) 학제 간

협력에 개방적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추상화되거나 일반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 3)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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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문제상황의 해결을 지향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

하는 정치적 경합과 충돌을 도외시한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시간 축 위주 서술과 점진적 변화관

사회·기술 체제의 점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전환이론은

복잡계(complex system) 인식론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첫 번째는 복잡

성이다. 전환이론은 사회·기술 체제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와 행위자를

전제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전환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많고 정치·경제적 과정 역시 불분명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본

다(Markard, 2018). 두 번째는 창발적 특성(emergence)을 받아들여 전환

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요

연구방법론인 전략적 틈새 관리(SNM, Strategic Niche Management),

전환 관리(TM, Transition Management) 등은 사회·기술 시스템의 각

요소를 완벽히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의 우발성을 인정하고 체계적

인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세 번째는 공진화(co-evolution) 특성이다. 전

환이론이 전제하는 여러 요소 간에 창발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이

뤄지면서 점진적이고 동시적으로 체제가 변화 및 적응한다는 의미다

(Foxon, 2011). 그래서 단순 인과만으로는 현상을 설명할 수도 없고 문

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비유하자면 단기적으로 증세

에 대응하는 치료만을 하는 ‘대증요법’이 전환이론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이다. 한편, 전환이론은 다양한 행위자와 요소들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틈새(niche)의 혁신을 키워내고 지속가능한 체제

(regime)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정책과 정부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며(Markard, 2018), 장기적 관점에서 전환의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Geels, 2004; 정병걸, 2015). 즉, 전환이론은 복잡계 이론을 받아들여 다

양한 요소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발적인 혁신

을 활용해 체제의 변화를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 9 -

그러나 전환이론은 전환의 국면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전환 경로에 이

르기까지 전환의 속도와 기간에만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김병윤, 2008;

Rotmans et al., 2001). 즉, 주류전환이론은 형식상 다양한 요소들을 전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간적 차원을 도외시한 채로, 시간 축 위

주의 설명에만 의존한다. 이는 전환이론에서 지리적 관점의 부재를 지적

한 ‘전환의 지리학’의 직접적 탄생 배경이 되는데, 현실 세계에는 다양한

특성·역할·기능을 지닌 행위자들이 존재함에도 시간 축이나 국면 자체에

만 의존하면서 그것을 일반화시켜왔다는 비판(Fischer et al., 2016)과 같

은 맥락이다. 또한 주류전환이론은 사회·기술 체제의 변화를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만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Geels, 2004; Rotmans

et al., 2001; Schwanen, 2018). 이는 복잡한 요소들 사이에서 한 부분의

우발적 변화가 큰 파급력을 발휘하여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게 만든다. 에너지 전환을 불가피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서술한다는 비판(Sovacool, 2016)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전환이

론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급진적 변화의 가능

성을 잠재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2. 이론적 추상화와 일반화

전환이론이 다루는 사회 및 환경의 당면 문제는 학문과 분야 간 경계

를 넘나들면서 협력적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지리학을 비롯하여 생태학,

환경학, 인구학, 정치학 등이 전환이론에 통찰을 제공하고 있으며

(Schwanen, 2018; Verbong & Loorbach, 2012), 이러한 개입 덕분에 하

나의 복합문제(problematic)가 다차원적으로 설명되고 여러 세부 주제들

로도 확장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체제를 지향하는 전환 연구는 교

통과 전력 문제에서부터 식품, 도시, 물, 폐기물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로 확장되어왔다(STRN, 2019;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에

서 재인용). 전환이론이 다루는 사회의 주요 난제들은 그것의 해결을 위

한 학제 간 협력에 개방적 태도를 지니도록 만들고, 다양한 관점을 적극

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전환이론에 다양한 학문이 참여하게 되면서 오히려 각각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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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장점들이 추상화될 수 있다(Loorbach et al., 2017; Schwanen,

2018)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 전환이론의 간학문적 연구 특성이 장점

으로 발휘되지 못하여 다층적인 분석에 실패한다면, 단지 여러 입장을

‘일반화’하는 수준에만 머물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정병걸(2015)은

네덜란드의 전환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 차원에서 전환 개

념의 추상성과 모호성 극복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Kemp et al.(2011)

도 전환이론을 일상적인 실행(implement)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추상·

모호·규범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즉, 주류전환이론이 당면 문제

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관점을 무차별적·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

히려 구체적 문제로부터 멀어지고 각 학문의 입장을 추상화·일반화만 하

게 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3. 전환 과정의 정치적 경합과 충돌 도외시

전환이론은 현재 사회에서 지속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기술 체제로 향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

인 전환 경로를 제시하는 것 역시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문

제해결 중심인 동시에 가치지향적(Markard, 2018)이다. 하지만 주류 전

환이론은 당위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의도된 변화를 추구함에 따라 그것

이 현실에 사회공간적으로 실현되면서는 행위자 간 경합 및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도, 전환의 정치적 맥락을 다루기를 회피하거나 이해관계

가 얽히지 않은 것(apolitical), 중립적인 것으로 묘사한다(Lawhon et al.,

2012; Kern, 2011).

예컨대 전환이론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각

행위자가 처한 이해관계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그 내용이 ‘채워져야 할’

공허한 기표(signifier)임을 뜻한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개념은 신자유주

의 논리에 포섭되어버렸다고 평가받고 있으며(최병두, 2013), 전환을 통

한 경제성장 담론(예컨대 ‘에너지 전환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

과적’이라는 서사) 역시 국제적으로 투자 관점 위주로 비중 있게 다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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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IEA & IRENA, 2017:12). 그 결과 전환이론은 경제성장 논의와

기술의 혁신 두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Sovacool et al., 2016), 전

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정치적 경합과 충돌, 사회적 관

계 변화에 대한 설명이 추상화되거나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Markard, 2018; Meadowcroft, 2009; 2011).

이와 같은 흐름을 ‘자본주의 문화는 혁신의 힘에 집착한다’고 표현한

Harvey(2014)의 논리로 이해하면, 주류전환이론 또한 Schumpeter(1942)

의 창조적 파괴의 실현과 같이 ‘혁신을 통한 성장’ 논의에만 머무르게 되

기 쉽고, 혁신에 대한 물신성(fetishism)을 띠게 된다. 기술과 노동을 모

순관계로 본 Harvey(2014)의 논의를 더 따라가면, 기술혁신에 대한 자본

주의적 열망은 자본순환의 속도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실현

된다. 그리고 이는 곧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노

동 경감이 아닌 정리해고 등이 일어남에 따라 해당 국면에서 노동은 (모

순관계에 있는) 기술과 더 크게 대립하게 된다. 이는 전환이론의 주요

분석틀인 다층적 관점(MLP, Multi-Level Perspective)을 개발하는데 공

헌한 Geels(2019)도 인정하고 있듯 주류전환이론이 노동, 불평등, 빈곤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남긴다. 요컨대 지속

가능성 개념과 사회·기술 전환 개념은 그 특성상 복잡하고 구체적인 이

해관계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공간적 맥락 속의 다양

한 행위·행위자들의 민주적 합의를 거친 끝에 새로운 체제가 탄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대한 강조 흐름 속에서 상대적

으로 외면된다.

제 2 절 사회공간적 관점의 필요성

이번 절에서는 주류전환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공간적 관점

이 필요함을 논증한다. 이를 위해 먼저 1) 사회공간적 관점의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이것의 주요 분석틀인 TPSN에 에너지 전환을 적용해

본다. 이어서는 2) 사회공간적 관점의 주요 개념 중에서도 특히 영토 개

념에 집중해, 에너지 전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것이 지닌 이점을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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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공간적 관점의 특징

사회공간적 관점은 다양한 행위·행위자들의 사회적 관계가 사회공간을

생산하고, 그렇게 구성된 사회공간이 다시 사회를 매개하는 끊임없는 과

정으로서 세상을 이해한다. 이에 따르면 공간과 사회는 개별적이고 독립

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결 되어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 즉, 사회공간 없는 사회적 관계는 추상화되고 공허해지며, 사회

적 관계가 없는 사회공간은 맹목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공간 인식론은 기존의 물리적·추상적 공간에 대한 통념처럼

수동적인 그릇(container)으로서 공간을 이해하지 않는다. 예컨대 전환의

정책과 공간적 프로젝트는 ‘단일차원의’ 공간에 무차별적으로 채워지거나

일률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회공간적 맥락

에서 차별화된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환이 적

용되는 데에는, 사회공간의 주요 구성요소인 영토·장소·스케일·네트워크

등이 각자 다른 정도와 방식으로 상호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각 요소가 접합하는 방식에 따라 경로의존·장소의존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다시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우발적인 힘(agency)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요컨대 사회공간은 각자 처한 조건에 따라 사회적 관계를 차별화

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살아있는 힘으로서 사회적 관계와 제도

등에 우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사회공간적 관점의 주요 개념인 영토,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 개

념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공간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형

적(polymorphic) 사회공간의 네 가지 개념 모두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제시된 영토·장소·스케일·네트워크(Territories-Places-Scales-Networks,

TPSN) 분석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TPSN 분석틀은 Jessop et

al.(2008)에 의해 복잡하고 상호구성적인 사회공간적 관계들을 이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는 공간 인식이 단일차원주의(one-dimensionalism)

에 머물러있어서 현실의 사회공간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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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영토(T)라는 개념은 국가영토와 주권을 동일시

하는 시각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장소(P)는 관계적으로 형성된

다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으며, 위계적이고 수직적이라고만 여겨졌던 스

케일(S)은 스케일 뛰어넘기(scale-jumping), 스케일 정치, 스케일 조정

(re-scaling) 개념 등의 도입으로 상대화되었으며, 네트워크(N)는 상호연

결과 상호의존 개념으로 공간과 공간 사이의 연결성에 대해 주목하기 시

작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일차원적’으로만 공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다. 박배균(2009b)은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TPSN으로 이해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틀을 보완한다. 그는 먼저 영토 개념을 ‘특수

한 형태의 장소’로 인식하는데, 장소에 의존 및 이해관계를 지닌 행위자

들이 그것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통일성, 외부의 배타성

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장소의 ‘영역화’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스케

일 개념에 대해서는 스케일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다중스케

일적으로 사회공간을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TPSN 분석틀을 에너지 전환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여타 주제의 전

환이 그렇듯 에너지 전환 역시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시설과 인프라 등의 입지를 요구하며, 이

에 따라 이해관계의 사회공간적 재배치가 발생한다. 즉, 에너지 전환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공간적 맥락이 생산된다. 예컨대 Gailing et

al.(2020)은 TPSN 분석틀을 사용해 독일 에너지 전환의 사회공간 분석

을 시도한다. 그리고 TPSN 분석틀로 에너지 전환을 보면 전환의 복잡

한 사회공간적 상호작용을 드러낼 수 있고, 특정한 행위자의 전략을 밝

힐 수 있으며, 지역(region) 만들기 과정의 폭넓은 이해, 전기의 생산·사

용에서 사회공간의 조직과 거버넌스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즉, 기존의 TPSN 분석틀과 Gailing et al.(2020)이 수행한 연

구를 토대로 에너지 전환을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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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공간적 접근과 에너지 전환의 지리 : 영토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의도된 변화’이고, 이에 따라 이

해관계의 사회공간적 재배치도 필연적으로 함께 일어난다. 하지만 주류

전환이론은 ‘공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Smith et al., 2010; Markard et

al., 2012; Coenen et al., 2012; Schwanen, 2018). 단순히 전환이 어디에

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물을 뿐, 그것이 어디서·어떻게·왜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Bridge et al.,

2013; Lawhon et al., 2012; Calvert, 2016; 한재각, 2020; 이보아, 2018).

요컨대 주류전환이론은 전환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과 경

TPSN 정의 에너지 전환에 적용 예시

영토(T)

- 경계 내부와 외부

의 구분 짓기

- 영토 내부에 대한

외부의 ‘구성적’ 역할

- 특수한 형태의 장소

- 국경 내부의 통합된 전력 시스템

- 저탄소 전환을 위한 도시 및 지역

스케일의 전략적 영토화

장소(P)
-근접성, 공간적 뿌리

내림, 지역적 차별화

- 에너지 자원의 장소적 뿌리내림, 장

소의존성, 우발성

스케일(S)

- 위계화, 수직적 차

별화

- 스케일 정치, 스케

일조정

- 다중스케일적 접근

- 에너지 시스템을 둘러싸고 벌어지

는 스케일 정치 및 스케일조정 전

략

- 에너지 시스템의 다중스케일적인

특성

네트워크(N)

- 공간 사이 연결성

강조, 상호연결과

상호의존성

- 에너지 인프라의 생산, 소비, 분배

네트워크

표2-1. TPSN 분석틀의 에너지 전환에 적용 예시 (Jessop et al., 2008; 박배균,

2009b; Gailing et al., 2020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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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권력의 재배치가 필연적으로 일어남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velino et al., 2009; Shove et al., 2007), 그것의 사회공간적 맥락까지

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다.

이어서는 주류전환이론이 전환의 사회공간적 맥락을 드러내지 못한다

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전환의 지리’ 연구를 사회공간적 관

점의 주요 개념인 영토를 중심으로 재구성해본다. 물론 여기서 영토는

현실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타 개념인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 등과 상호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영토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의 지리를 재구성한다고 해서 오로지 그 요소의 특징만 나타

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공간적

접근에서도 특히 영토 개념이 주류전환이론의 설명방식에 비해 어떤 이

점을 지닐 수 있는지를 밝힌다.

사회공간에서 영토(Territory)는 ‘경계’를 통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

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에 대해서는 통일성 추구 및 특권을 부여하며 외

부에 대해서는 배제와 차별을 행사한다. 영토는 권력의 사회공간적 실천

으로, 이러한 수행을 통해 구성된 공간은 경계 내부의 구성 논리를 끊임

없이 강화하고 외부를 주변화하면서 사회공간적 통제력을 유지하게 된

다. 에너지 전환의 지리 연구에서 이러한 영토의 특징은 국가 단위의 공

간 프로젝트,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의 사회공간적 실천, 인프라의 특권

화 경향, 금융화된 에너지 인프라의 입지로 인한 로컬의 배제 등으로 다

뤄진다.

구체적으로, Bridge et al.(2018)은 에너지 인프라와 국가의 ‘거대 서사

(grand narrative)’ 간 결합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흔히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에너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명분으

로 정당화되고 있는데, 국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정치적 권력을

생산·재생산하고 ‘자산계급(asset class)’으로 하여금 에너지 인프라를 ‘투

자하기 좋은 대상’으로 보이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는 거대 서사를 활용

하여 특정 공간과 세력들에게 전략적 선택성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하

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한 영토화를 촉진한다는 점에

서 에너지 전환의 영토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Bulkeley et al.(2014)은 도시스케일에 집중하여 에너지 인프라를 ‘경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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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표현’으로 이해한다. 그는 도시의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를 재인식하면 도시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회공간적 경합과 그것의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이는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가 서로 다른 영토적 전략으로 어떻게 에너지 인

프라를 전유(appropriation)하려고 시도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 Hodson

& Marvin(2010)의 경우에도 도시스케일에 주목하는데, 도시의 정치적

엘리트들이 실제로 에너지·물·폐기물·운송 인프라에 통제권을 쥐고 있으

면서 사회·기술 체제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기존 전환이론

은 이러한 도시의 영토적인 특권 증가 경향을 읽어내지 못한다고 비판한

다.

에너지 전환 지리와 금융화(financialization)에 관한 연구에서도 영토

적 특성이 존재한다. 전환의 촉진을 위해 추진된 ‘인프라의 금융화’가 일

으킨 복합적 사회공간 현상은 영토 개념을 통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지리학에서 금융화는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위험-수익(risk-return) 논

리3)가 사회공간적으로 확장하고 행위·행위자들에게 일반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Baker, 2015). 물론, 이러한 논리는 관념적으로는 위험과 수익

정도가 늘 비례하는 것으로서 곧바로 이해되는 논리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공간적으로 실현될 때에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맥락과 접합함

에 따라 때로는 ‘저위험-고수익’이 추구될 수 있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

다. 이를테면, 특정한 정치경제적 세력들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도 수익

은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Schmidt et al.(2013)는 인도네시아 사례연구를 통해

농촌의 전력 보급(electrification)과 재생가능에너지 기반의 전환을 위해

서는 민간투자의 확대가 필요하고,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투자에 방해가 되는 로컬

의 장소적 맥락을 해체함으로써 투자에 유리한 부분만을 남기고, 이를

통해 로컬 외부 자본의 유입을 수월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한편, Kennedy(2018)는 인도네시아의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정책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증가시켰음을 밝힌

3) 여기서 위험-수익 논리는 투자자가 위험을 크게 부담할수록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커지고, 위험을 적게 부담할수록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감소한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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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가스케일에서는 태양광 발전 용량 목표치를

일부 달성할 수 있었지만 자본과 토지 집약적인 발전설비, 금융화의 위

험-수익 논리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에 모순된 결과를 낳았음을 지

적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자본의 ‘투기적’ 유입은 구체적으로 로컬의

소유 및 통제를 방해하고, 주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렸다

고 보았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태양광 발전 사례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로의 전환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사회적·경제적 효과(예를 들어 전환

과정에서 거버넌스 개편 등)를 극대화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결론짓

는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발전시설이 로컬 맥락과 무관하게 토지재산권만을 중심으로 영토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공간적 차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Baker(2015)는 남아프리카를 사례로 재생에너지 분

야에서 금융의 역할을 탐구한다. 그러면서 은행 자본이 추구하는 단기적

주주가치 및 상업적 요구와 지역사회 소유·통제 및 남아프리카 경제발전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남아프리카 정부가 해외 금융을

끌어들이면서 국내의 재생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전개하였는데, 이 과

정에서 자본 자체의 단기적 이익 추구 특성과 지역사회 경제발전 사이에

긴장과 모순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의 지리 연구를 영토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이

해하게 되면 1) 권력의 사회공간적 실천을 더 잘 보여주고, 2) 복잡하게

영토화되어 있는 사회공간상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

며, 3)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영토 논리가 발생시킬 수 있는 복합적 현

상을 비롯하여 이것이 낳을 수 있는 왜곡과 방해 요소를 밝히는 데에 이

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공간적 접근의 영토 개념은 주류전환이론의 가치

지향적임에도 정치 맥락을 다루지 못하는 기존의 한계를 해소하고, 전환

이 추구하는 변화가 어떻게 사회공간적 차별화·특권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밝히는 데 특히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 3 절 토지의 지대추구 영토화와 에너지 전환

이번 절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사회공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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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개념의 영향에 집중한다. 특히, 사유재산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본

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토지의 지대추구적 영토화’가 연구지역의 농지에

서 태양광발전소로의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찰한다. 이

를 위해 1) 연구의 대상인 태양광발전소가 현행 제도적 조건 하에서 어

떤 부지에 입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2) 태양광발전소가

기존 토지이용을 대체해서 입지하는 경우 작용하는 ‘토지의 지대추구 영

토화’의 구성 논리를 밝힌다. 마지막으로는 3) 에너지 전환의 실행도구로

서 이와 같은 논리를 활용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예상되는 부작

용에 대해서 고찰한다.

1. 태양광발전소의 입지 가능 선택지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그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의 설치를 반드

시 요구한다. 이는 매우 구체적인 사회공간적 과정으로서, 여러 행위자들

의 장소성 및 영토적 이해관계와 깊이 연관된다. 그래서 시설과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입지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Pasqualetti, 2011). 특히 본

연구가 다루는 태양광발전소는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달리 물리적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적합한 부

지를 찾는 과정에서 기존 사회공간의 다양한 장소적, 영토적 이해와 복

합적으로 접합될 수 있다(박배균, 2009a).

현행의 제도적 조건 하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어떤 부지에 입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그림2-1).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입지할 수 있는 곳은 일차적으로는 타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

은 부지와 기존에 토지이용을 하고 있는 부지로 나눠볼 수 있다.



- 19 -

그림2-1. 현행 제도 하에서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할 수 있는 부지

먼저, 타 용도로 쓰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는 다시 크게

산지, 건축물 위, 유휴 국유지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산지

(임야)는 인적이 드물고, 저렴한 지가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자들 사이에

서 선호되어왔다. 하지만 산림훼손,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의 문제가 지

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발허가기관인 산림청은「산지관리법시행령」

(2018.12.04.시행)을 공표하고, 태양광발전소의 산지 입지를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한다. 이는 종전에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통해 발

전소가 입지했었던 것에 대해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며, 최대 20년의 일

시사용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경관을 원상복구 하는 조항을 추가하게 된

다. 이에 따라 산지에 태양광발전소시설의 입지는 현재 제한적이다. 다음

으로 건축물 위는 현실적으로 가장 권장되는 입지4)라고 할 수 있다. 반

드시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용 태양광발전소를 짓지 않더라도 건물

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에

너지의 주된 소비처가 도시 내부이고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기를 감

안하였을 때 전기의 생산지와 소비지 간 물리적 거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건축물 위 입지는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달성하

4)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는 태양광발전소가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발
전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는데, 건축물 위는 1.5배를 부여받는다. 2022년 가중치 기
준으로 산지가 0.5배수를 부여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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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보급용량에 비하면 대규모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큰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한계

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유휴 국유지의 경우 잠재적으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고속도로 등의 법면(法面)을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의 건축물

위 또는 공영 주차장 지붕 등을 활용5)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의 법면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일괄적으로 정남향(正南向)으로

설치하지 못하여 시설투자비용 대비 발전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

이 존재한다(면담19).

이외에 남은 선택지는 기존에 토지이용을 하고 있는 부지에 태양광발

전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상황으로, 본 연구는 특히 이 선택지에 주목한

다. 기존토지이용을 대체하는 경우 국유지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태양광

발전소의 신규입지가 기존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필요가 있다.

토지의 사적소유권이 우선시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토지의 효

율적 이용’은 곧 토지가 생산해내는 이윤이 큼을 의미하고, 국가는 국민

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환 정책의 과정에서

민간 소유의 땅을 강제로 용도 변경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인프라 입지 과정에서 국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이상을 요약하자면 태양광발전소의 사회공간적 배치 과정에서 ‘부지확

보의 어려움’과 ‘입지갈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이정필·한재각·조보영,

2015; 장창석·김선경, 2017; 박선아·윤순진, 2018). 본 연구는 특히 기존의

토지이용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경우에

주목한다. 이어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설의 입지와 건설 과정에서

자본주의적인 지대(rent) 논리가 기존 토지이용의 교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토지의 지대추구 영토화’라는 구성 논리를 구체적으로 밝

힌다.

2. 토지의 지대추구 영토화 구성 논리

기존 토지이용을 대체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그곳의 장

5) 오마이뉴스. (2021년10월8일자). “황금 들판 뒤덮은 검은 물결, 대체 무슨 짓 한 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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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이 해체되고, 영토성이 재조직될 수 있다. 토지이용의 변경은 단순히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형식적인 의미를 넘어, 토지 소유자와 사용

자를 비롯하여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로컬의 사회문화적 관계 등이 사회

공간적으로 새롭게 조직되는 것이다. 특히 토지를 사유재산으로서 보호

및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에 대한 장소성과 영토성이

확고하게 공간적으로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Cox, 1998), 관련 행위자

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위한 사회공간적

변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기존 토지이용을 대

체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 토지소유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

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연 상태’의 토지가 근대 사유재산권 체제로 들어섬에 따라 어떻

게 해서 영토의 특성을 활용 및 지대추구 특성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간

략히 밝힌다.

1) 근대적 사유재산권 개념의 도입과 재산으로서 토지

소유주가 없는 ‘자연 상태’의 토지를 가정하는 것은 관념적으로만 가능

하다. 자연은 사회적으로 구성 및 생산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를 벗어

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Smith, 2010). 그러므로 Harvey(2018)

가 미개발 토지(raw land)를 두고 의제적인 자본(fictitious capital)으로

설명한 것을 토대로 ‘자연 상태’의 토지를 생각해본다. Harvey는 미개발

토지에 가치가 내재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적(의제적)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개발되지 않고 남

아 있는 땅은 미래에 개발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수익이

추구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제 자본으로 존재하게

된다. 요컨대 자연 상태의 토지는 누군가에 의해 소유되지도 않고, 노동

이 투입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치를 지니거나 상품을 생산

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고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이와 달리 ‘자연’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토지는 생존의 기초이며,

그것이 지닌 고정성·유한성·영속성 때문에 이용 및 분배를 두고 정치경

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Hoebel, 1949; Anderson, 1974; Her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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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토지는 식민주의 시대를 거치며 근대적 소유권 개념이 정

착됨에 따라 ‘땅 주인의 이름이 명백하게 표시되는’ 재산(property)으로

서 존재하게 된다(Blomley, 2003). 여기서 재산은 소유권이 객체(object)

화된 것으로서 관습적으로는 ‘절대적이고 제한받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

며, 소유권 개념과 약간의 의미 차이가 존재하지만 서로 동등하게 생각

되는 측면이 있다(Lund, 2016). 또한 재산은 정적인 상태로 있거나 선험

적(pre-given)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역동적이고 지속적으

로 수행되므로(Blomley, 2003), 소유권 개념과 함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Blomley, 2016). 한편, 이러한 재산에서 도출되는 권

리인 재산권은 토지 등의 재산을 점유 또는 이용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

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지칭하는데, 이는 국가

의 법 체제에 의해 권력이 부여되어 ‘합법적인 것’으로 정당화된다

(Cohen, 1927; Kekes, 2010). 특히 사유재산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근대에

들어 개인의 권리로 확립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독립의 물적(物的)인 토

대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근대적 재산권 개념은 토지를 포함한

물건의 사용·수익·처분권이라는 배타적 개인의 권리로 확립되고, 사유재

산에 대한 침해는 곧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김용창, 2019). 이상을 요약하자면 근대적 소유권 개념이 도입

되면서 토지는 (자연 상태의 토지와 달리) 개인의 배타적 권리를 내포하

는 거래가능한 사유재산으로 재인식된다.

2) 영토라는 도구를 통한 재산권의 유지와 강화

근대적 소유권 개념의 도입으로 탄생한 재산으로서 토지는 그 정의상

영토 개념과 유사하다. 먼저, 영토 개념은 경계를 통해 내·외부를 구분하

고, 내부의 통일성 추구 및 특권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Agnew(2009)는

영토 개념이 명확한 경계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명확한 책임 범위를 지

운다는 점에서 기능적 장점이 있다고 본다. Sack(1986)은 특히 영토가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특히 ‘영토성(territoriality)’

개념을 사용한다. Elden(2009)은 영토를 토지 개념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Sack이 제시한 영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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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대해서는 영토의 역사·지리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기 때

문에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한편, 재산으로서 토지도 마찬가지로 그것의

경계 내부와 외부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내부의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보

호한다. 예를 들어 국가 법 체제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으로서 토지 경계

내부는 안정적으로 권리가 유지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반면에 외부는 토

지를 소유하기 위해 무한투쟁을 하는 자연 상태로 묘사된다(Blomley,

2016).

이러한 영토와 재산 개념 사이의 유사성은 영토를 재산의 사회공간적

실현 도구로 생각하게 만든다. 예컨대 Sack(1986)은 재산을 영토화하는

행위가 사회적 관계를 조직화하고, 물질화하는 데에는 효과적 수단이 되

어왔다고 본다. 앞서 본 Blomley(2016)는 영토를 재산관계를 실현하는

특수한 전략적 자원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두 개념을 상호구성적인 관계

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구체적으로 재산은 영토를 생산, 경계를 관리,

정체성과 관행들을 생성하는 동시에 영토 역시 사회공간에 재산을 드러

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요약하자면, 재산은 영토와의 유사성을 바탕

으로 하여 ‘영토’ 개념을 재산권의 사회공간적 실천을 위한 전략적인 도

구로 활용한다. 여기서 재산으로서 토지도 마찬가지로, 영토라는 도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것의 독점적·배타적 재산권이 보장 및 강화될 수 있

다.

3) 자산으로서 토지를 통한 지대의 추출

자연 상태의 토지는 근대적 소유권 개념이 부여됨에 따라 배타적 재산

이 되었고, 영토라는 도구를 통해 사회공간적으로 실천되면서 유지 및

강화될 수 있다. 한편, 재산으로서 토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자본화된 재산권인 ‘자산(asset)’으로 기능하게 된다(Harvey, 2014). 이에

따라 그것의 이용과 추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인 ‘지대(rent)’의 추구

역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지대(land rent)란 “토지자체

(ground rent)와 그것의 부속물을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주에게 지불하

는 비용”인데, 여기서 자산으로서 토지의 현재 가치는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지대(ground rent)가치의 총합으로 간주된다(Harvey, 2018).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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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대는 그것의 기원과 작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존재해왔다(Ward & Aalbers, 2016; Christophers, 2019; 하

태규, 2015). 본 연구는 사유재산권 개념이 확립되고 토지 및 토지의 생

산물이 상품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시대에 해당하는 ‘자본주의적 지대’ 개

념을 참고한다. 이를 위해 먼저 Ricardo의 차액지대론, Marx의 자본주의

적 지대론, Harvey의 독점지대에 대한 주장을 간단히 살펴본다.

먼저, Ricardo는 지대를 “토양의 본원적이고 파괴될 수 없는 힘의 사

용에 대한 지불”로 정의한다. 그리고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 따라 발생한

생산성의 격차만큼(차액지대) 지대가 발생하며, 이는 토지의 자연력으로

부터 기원한다고 보았다(이재율, 1999). 하지만, Marx는 Ricardo를 포함

한 고전경제학자들이 초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대론을 구성한 것과 달리

자신의 지대론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지대론임을 밝힌다(곽노완, 2017).

그리고 지대를 토지의 자연력에 귀속시키지 않고, 노동 투입을 통해 발

생한 잉여가치에서 그것의 일부가 지대로 추출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Marx의 지대 개념 분류에서는 토지의 자연적 조건인 비옥도나

산출량의 차이, 위치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기존의 Ricardo식 차액지대

(differential rent) 개념이 차액지대Ⅰ로 분류되고, 동일한 토지에 대해

자본의 투입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짐을 드러내는 차액지대의 경우 차액

지대Ⅱ 개념으로 분류된다(김용창, 1994; Fine, 2019). 다음으로 Marx는

차액지대 외에 자본주의적 지대 개념으로 절대지대(absolute rent) 개념

을 도입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토지의 생산성이 열등하

다고 해도 그것의 ‘독점적 소유’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함을 드러내기 위해

서다. 그리고 마지막은 독점지대(monopoly rent)를 제시하는데, 이는 특

정한 토지가 지닌 독특성과 예외성이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독점가격을

실현할 때 창출되는 것으로, Marx는 독점지대가 구매자의 선호와 취향

등에 따라 생산관계와 무관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근거로 비-자본주의적

인 지대로 분류한다. 그러나 Harvey(2014)는 “독점은 자본의 일탈적 행

위가 아니라 근본적 기능”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역사적으

로 어떤 중요한 자산에 대한 독점을 추구함으로써 초과이윤을 만들어왔

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Harvey는 Marx와 달리 독점지대를 자본주의

바깥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내재적인 지대라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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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지대 개념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체제의 ‘자

산으로서 토지’는 차액지대(Ⅰ, Ⅱ), 절대지대, 독점지대를 추출할 수 있

는데, 이는 노동이 만들어 낸 잉여가치의 일부를 수취한다는 점에서 비

생산적이다. 먼저, 차액지대는 같은 양의 자본 투입이 서로 다른 생산성

을 낳는 경우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지대Ⅰ과, 동일한 토지에 차례

대로 투하된 같은 자본량들이 다른 생산성을 낳는 경우 성립되는 차액지

대Ⅱ로 구분된다. 절대지대는 토지의 독점적 소유 자체만으로도 발생한

다. 마지막으로 독점지대는 토지의 물질적 요소를 제외한 조건의 변화가

독점적 지위를 유발하거나, 행위자들이 특정 자산의 독점적인 소유를 추

구함으로써 나타난다.

4) 금융화 경향과 지대추구

현대에 와서 지대 개념은 위에서 살펴본 Ricardo, Marx, Harvey의 전

통적인 견해를 넘어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Christophers,

2019). 예컨대 Marx와 Harvey는 ‘토지’로부터 추출된 지대와 ‘금융’ 자산

에서 추출된 이자(interest)를 서로 다른 것으로 명확히 구분해 이해하였

지만, 현대에 와서 이자와 지대는 같은 범주로서 이해되고 있다6). 따라

서 자산의 독점적 소유를 통해 추출되는 자본주의적 지대는 반드시 토지

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추출되는 것은 아니며, 신자유주의와 금융화

(financialization) 경향에 따라 여러 사물 등을 통해서도 ‘지대추구

(rent-seeking)’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다7). 여기서 금융화는 자본의 축

적 과정에서 생산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익(불로소득)의 비중이 커지고,

사회의 각 요소를 ‘금융자산화’하면서 신자유주의 논리를 확장시키는 것

6) 예컨대 Piketty(2014)는 지대를 노동과 무관하게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보수로서 바
라보며, Sayer(2015)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자산’ 형태로부터 추출되는
지불(payment)로 지대를 이해, Standing(2016)은 희소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산’
에 대한 소유와 통제를 통해 추출되는 것으로서 지대를 바라본다(Christophers, 2019
에서 재인용). 이들 모두 토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더 넓은 개념으로서 지대를 이해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Christophers(2019)는 구체적으로 지대 추출이 가능한 자산의 다양한 형태로서 ‘금융,
토지, 자연자원, 지식재산권, 라디오 주파수, 디지털 플랫폼, 국가에 의한 자연적 독점,
서비스 계약’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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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Sayer, 2020; Sadowski, 2020; 오도영, 2017). 김용창(2021)은 이러

한 금융화 경향이 지대를 더 쉽게 발생하도록 하고, 발생한 지대를 이전

및 전유(appropriation)할 수 있는 통로를 더 넓게 열어준다고 보았다. 이

에 따라 금융화는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등장과 그것의 지배를 공고히 하

는 기본적 토대가 되었다. 다음으로 지대추구는 생산 활동을 통해 가치

를 창출하기보다는 사회 및 정치체제를 조작하거나 활용함으로써 지대를

추구하는 현상이다. 예컨대 특정한 면허 취득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

를 얻음으로써 차액지대를 실현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Tullock,

1967; Sadowski, 2020). 한편, 최근의 지대추구는 모든 사물(things)을 지

대추출이 가능한 자산(asset)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지대를 수취하는 것

을 목표로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소유 및 통제방식을 통해 가치를 추

출하기 시작한다(Birch, 2020; Christophers, 2019)8). 이는 단순히 자산의

소유만으로 지대를 추출하고 생산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하거나 상품을 만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불로소득인데, ‘이차적 착취’ 형태로 개념

화될 수 있다(김용창, 2021). 요컨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대두

한 금융화 경향은 자산의 지대추구를 부추기고, 단순히 토지와 같은 자

산의 소유만으로도 불로소득인 지대를 창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8) 지대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과는 달리 지대에 대한 절충주의적 입장(Sayer, 2020;
Birch, 2020; Christophers, 2019)에서는 자산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소유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완전경쟁’ 상황에서도 지대가 새롭게 추출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
다. 예컨대 본 연구의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은 기술의 발달 이전에는 시장가치가 없
었던 ‘태양광’이 새롭게 ‘전기’로서 사용가치가 발굴되면서 지대가 추출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전(全) 지면에 균일한 태양광(완전경쟁 상황)이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
전시설(지대 추출의 수단)의 설치를 통해 새롭게 지대로 창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
히 태양광발전소의 경우에는 지대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인 ‘노동가치론’의 입장과는
다른 방식, 이를테면 자연력을 통해 지대가 추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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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토지의 지대추구 영토화 구성논리

이상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2-2>와 같다. 토지는 근대적 소유권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재산으로서 재인식되었다. 그리고 재산은 영토와

의 유사성을 활용해 사회공간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 한편, 자본주의 경

제체제 하에서 토지는 ‘자산’으로 기능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지대를 추

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장과 금융화 경향으

로 인해 지대추구적 경향이 심화되었다. 그러므로 ‘토지의 지대추구 영토

화’ 논리는 근대적 자본주의 소유권/재산권 체제하에 존재하게 된 토지

가 사회공간적으로 영토라는 도구를 통해 끊임없이 배타적 독점적 권리

를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지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제도·사회 등이 지

속적으로 정당화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3. 소결 : 전환의 조절 도구로서 영토화된 토지 특성 활용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보급목표 달성에 있어 기존의 토지이용을 태양

광발전시설로 변경해야만 하는 한, 앞서 살펴본 토지의 지대추구 영토화

논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구체적으로 ‘근대적 소유권/사유재

산권 체제 하 토지가 영토라는 도구를 통해 끊임없이 배타적 독점적 지

위를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지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제도·사회 등이

지속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토지이용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영토화된 토지의 속성을 전환의 속도 조절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기존토지이용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태양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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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수익성이 높아진다면 인프라 건설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발전소 입지촉진을 위해 사업자들이 지대를 추

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에 변화를 줄 수 있고, 혜택의 정도를 조

절하는 방식으로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적 지대 관점

에서 보면 정부가 사업자들이 토지의 개발/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들어주거나, 발전소 입지를 위해 절차상 필요한

지목변경을 활용해 독점지대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적으

로 ‘정당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토지의 지대추구적 속성을 활용

하면 전환속도 자체는 가속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체제와의

충돌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동시에 존재하게 될 수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로 농지 등으로 향하게 됨에 따라 기존 농업 체제와의 충

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토지의 지대추구적인 속성을 활용하여 전

환을 촉진하였기 때문에 추후 더 높은 지대를 가져다주는 선택지가 나타

나게 될 경우 ‘역전환’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

으로 달성해야 할 근본적 변화 또한 흔들릴 수 있다. 요약하자면 영토화

된 토지의 속성에 지대추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유용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존 체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지가 출

현하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 전환을 방해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류전환이론은 문제해

결지향, 다양한 요소를 고려, 간학문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기술 중심적 논의에 따라 사회공간적 경합과 충돌을 도외

시하는 측면이 있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에도 점진적 변화관

및 시간 축 위주의 설명에 의존하며, 다양한 학문이 개입하면서 이론적

으로 추상화되고 일반화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류

전환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공간적 관점이 필요함을 논증하였

다. 이를 위해 사회공간적 관점의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이것의 주

요 분석틀인 TPSN에 에너지 전환을 적용해 보았다. 본 연구는 특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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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공간적 관점의 주요 개념 중에서도 영토 개념에 집중한다. 에너지 전

환을 이해하는 데 영토 개념은 전환이 추구하는 변화가 어떻게 사회공간

적 차별화·특권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밝히는데 특별히 이점이 있다. 마지

막 절에서는 영토 개념을 본 연구의 대상인 농지 태양광발전소에 적용하

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적 조건 하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어떤 부지에 입지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그중에서 특히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하여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해야만 할 때 작용하는 ‘토지

의 지대추구 영토화’ 논리의 구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정부가 에

너지 전환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런 특성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점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

로 본 연구는 이 장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대정 지역의 에너

지 전환을 사회공간적으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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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지역 개관 및 분석틀 제시

제 1 절 연구지역 개관

1. 연구지역 기존토지이용

그림3-1. 마늘 주산지인 대정의 농지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를 사례지역으로 한

다. 대정읍의 인구는 서귀포시 내에서 두 번째 수준인 23,851명9)이다. 바

다와 접한 지역의 특성상 농업과 어업이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 본 연구

는 농지 및 농지를 전용(轉用)하여 설치한 사업용 태양광발전소를 대상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본다.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aT)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자료(2018.12.)에 따르면 대

정읍은 특히 채소류인 마늘의 주산지이다(그림3-1). 구체적으로 마늘의

생산 점유 비율은 서귀포시 내에서 86%, 도 전체에서 62%, 전국 총생산

량에서는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식량작물인 감자의 경우에도 서귀포

9) 2021년 기준 통계청 인구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총인구는 190,633명이며, 가장 많은
읍면동은 동홍동 23,998명이다. 대정읍은 이와 거의 근접한 23,8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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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에서 60%, 도 전체에서 43%의 생산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대정읍의 토지이용현황(그림3-2, 그림3-3)을 살펴보면 2020년 기

준 대정읍 총 면적 78.63㎢ 중에서 50㎢의 면적이 농지로 분류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토지 중 63%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2010년(농지면적 59㎢, 전체 토지 중 농지는 75% 점유) 대비 농지의 점

유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지의 점유 비

율 감소는 대정 지역의 제주영어교육도시 입지, 시가화(市街化) 지역의

증가, 농지를 전용하여 입지한 태양광발전소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된다.

그림3-2. 대정읍의 2010년 토지이용현황 (자료출처: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토지피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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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대정읍의 2020년 토지이용현황 (자료출처: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토지피복지도)

2. 연구지역 사업용 태양광발전소 분포 특징

제주도 내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전국 대비 가장 높은 비율(16.2%)10)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그림3-4), 설비용량 측면에서 2020

년 들어 이미 태양광이 풍력을 앞질렀다(태양광448MW, 풍력295MW).

10)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10년 1.24%, 2015년 6.65%, 2020년 7.43% 수준이
다. 반면에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15년에 이미 9.3%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 와서는 16.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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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제주도 내 풍력,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kw) (자료출처:
통계청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현황통계)

이어서는 제주도 및 대정스케일에서 태양광발전소의 지리적 분포를 살

펴본다. 2022년 1월 기준 제주도 내 사업용 태양광발전소는 총 2,068개소

가 있다. 제주도 전역의 태양광발전소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면 <그림

3-5>와 같다. 이미 지가가 높은 제주 시(市)지역과 서귀포 시지역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교외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분포하는 동쪽

의 경우에는 국가 단위 ‘재생에너지 국산화 시범단지’가 밀집에 큰 영향

을 주고 있다. 북서쪽의 경우에는 대규모 양돈 단지와 골프장이 함께 분

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목 상으로는 임야와 목장 용지가 많다. 마지막

으로 사례지역인 대정 일대는 제주도 서쪽 끝에 위치하는데, 넓은 평지

와 잘 개간된 농지가 많고 제주도 내에서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좋은

편에 속해 특히 마늘 농사와 태양광발전 둘 다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농지 태양광발전을 다루는 본 연구는 제주도 내에서 태양광발

전소 분포가 많은 지역 중에서도 대정 일대를 사례지역으로 삼는다. 농

사가 잘되는 환경적 조건과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환경적 조건이 비슷하

다는 것을 통해 같은 땅에서 토지의 이용을 두고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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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정에는 2022년 1월 기준 태양광발전소가 총 212개 분포하고 있으며,

과거에 대부분 농지(전, 답, 과수원)로 이용되었다. 대정읍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 연도별 누적 개수를 나타낸 <그림3-6>을 살펴보면, 대정 지역의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 추이는 크게 제주도의「농지기능관리강화방

침」11) 시행을 기준으로 두 국면(그림3-7)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시기에 대정읍은 탄소없는섬제주2030정책(CFI2030)이 본격 시행되

기 직전인 2012년까지 단 한 개의 태양광발전소도 존재하지 않다가,

2016년에 총 91개소로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주도

의「농지기능관리강화방침」시행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였던 농지 태양광

발전소 신규 입지는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추진 내용 중 하나

인 ‘농민에게 태양광발전소 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혜택

을 2018~2019년에 부여하면서 설치 수가 다시 급증하는 두 번째 계기를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2019년 기준 총 176개). 한편, 대정의 태양광발전

소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12) 2015년에는 제주도 내에서 최대

12.84% 정도를 차지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하게 되면서 2022년 현재는 약 8%를 차지하고 있

다.

11) 2015년 5월 11일 시행된 방침은 크게 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 강화, 2) 비거주
자 농업경영계획서의 면밀 검토, 3)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
고 1년 자경의무를 부여하는 등 전국 단위에서 적용되는 것보다 강한 수준으로 제정
된다.

12) 토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는 통상적으로 설비용량 1kW당 2~3평의 부지를 요구
한다. 그러므로 제주도 및 대정 태양광발전소의 설비용량 자료를 통해 토지점유면적
을 추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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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제주도 내 사업용 태양광발전소 분포 (자료출처: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

그림3-6. 대정읍 사업용 태양광발전소 연도별 누적 개수 (자료출처: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



- 36 -

그림3-7. 대정읍 농지 태양광발전소의 시기별 입지 분포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 질문

이번 절에서는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연구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

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한 ‘토지의 지대추

구 영토화’라는 이론적 맥락과 ‘제주 농지 태양광발전소’라는 사례 맥락

간 결합을 시도한다. 즉, ‘근대적 소유권/사유재산권 체제 하 토지가 영

토라는 도구를 통해 끊임없이 배타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나아가서

는 지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사회 등이 지속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요약되었던 논리가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통해 어떻게 사례지

역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지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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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제주의 태양광발전소로 에너지 전환을 사회공간적으로 접근

한다. 사회공간적 관점의 주요 분석틀인 TPSN을 바탕으로, 특히 ‘토지

의 지대추구 영토화’ 논리가 사례지역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한다(그림3-8). 그리고 이는 사례지역에서 구체

적으로 농지라는 토지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지대추구적 행위, 예컨대 농

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입지시킴으로써 발전수익 외에도 부가적인 지대를

획득하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법과 제도도 마찬가지로, 농지

태양광발전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참여자들이 지대를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주는 등의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다. 이러

한 이념형(ideal type)적인 도식을 분석의 틀로 삼고, 사례지역의 맥락이

담긴 연구 질문을 정립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시도할 것이

다.

그림3-8.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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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질문

본 연구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1) 왜 태양광발전소가

농지로 향하게 되었으며, 사례지역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 과정에서 토

지재산권에 기반한 지대추구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2) 사례지역에 농지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함에 따라,

사회공간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묻는다.

또한 위의 두 가지 연구 질문은 일종의 포괄적인 질문으로서, 각각 ‘하위

기초질문’과 ‘하위심화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하위기초질문은 현

상의 기본적인 분석에 해당하며, 하위심화질문은 현상에 대한 사회공간

적 해석이 가미된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분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연구 질문에 대해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하위질문들을 정리해보면 <표

3-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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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 1 연구 질문 2

종

합

질

문

태양광발전소는 왜 농지로 향하게

되었으며, 사례지역 농지 태양광발

전소 입지 과정에서 토지재산권에

기반한 지대추구 행위는 어떤 방

식으로 드러나는가?

사례지역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함에 따라 사회공간적으로 어

떤 변화가 발생하고, 문제는 무엇

인가?

하

위

기

초

질

문

- 제주에서 태양광발전소는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

- 제주에서 왜 태양광발전소가 빠르게 보

급될 수 있었는가?

- 농지 태양광발전소는 어떠한 제도적 조

건 속에서 입지가 촉진되었는가? 이는

스케일별로 차이가 있는가?

- 농지의 중요성도 존재하는데, 농지 보호

와 관련된 정책 등의 영향으로 태양광발

전소 입지 속도가 느려지지는 않는가?

- 발전사업자들은 입지를 통해 무엇을 얻

고자 하는가?

- 사례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해석

할 수 있는가?

- 사례지역의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는

주로 어떤 시기에 급증하는가?

- 사례지역의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는

어떤 주체가 주도하고 있는가? 이는 시

기별로 차이가 있는가?

- 사례지역의 발전사업자들은 주로 어떤

계기로 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가?

하

위

심

화

질

문

- 왜 태양광발전소는 농지로 향하게 되었

는가?

- 토지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지대추구행위

는 태양광발전소 보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렇다면 이는 실제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가?

- 제주도의 농업진흥구역 부재는 농지 태

양광발전소 입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제주도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

에도 토지를 매입하여 이뤄지는 태양광

발전소의 보급 속도가 더뎌지지 않은 이

유는 무엇인가?

- 에너지 전환에 따라 사례지역에서 문제

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는 사회

공간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 사례지역의 농지 태양광발전소가 보급되

는 과정에서 특정 주체로의 소유권 변화

는 없는가?

- 사례지역에서 농지 태양광발전소를 입지

시키는 과정에서 자본은 어떻게 조달되

는가?

- 발전소 입지에 따라 기존 농업 체제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입지에 대한 반발

은 없는가?

- 지대추구적 동기로 이뤄지는 농지 태양

광발전소 입지는 지역사회, 농촌사회, 농

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표3-1. 연구 질문



- 40 -

연구 질문 1 태양광발전소는 왜 농지로 향하게 되었으며, 사례지역 농

지 태양광발전소 입지 과정에서 토지재산권에 기반한 지대추구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먼저, 첫 번째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사례지역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지 밝힌다. 태양광발전소가 농지로 향하게 된 맥

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와 관련한 제도적 조

건의 어떠한 부분이 입지를 촉진하였는지, 그리고 이것이 스케일 별로

차이가 있는지,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한 농업진흥구역이 존재하지 않

는 제주의 장소적 맥락에서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는 어떤 영향을 받는

지, 농지 취득에 관한 규제 변화가 일종의 독점지대를 창출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질문해볼 수 있다. 또한 입지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토지재

산권에 기반한 지대추구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

서는 사례지역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발전소가 입지하게 되는지,

발전사업자들은 입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기대하는지, 사

례지역의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이 입지 비용을 상승시킴

에 따라 보급 속도를 늦추지는 않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

다.

연구 질문 2 사례지역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함에 따라 사회공

간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문제는 무엇인가?

이어서는 두 번째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사례지역에 대해 어떠한 구체

적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지 밝힌다. 농지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하게 됨

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현상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사례지역의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가 언제, 어떤 주체의 주도

로, 어떤 계기를 통해 이뤄지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권

측면에서는 태양광발전소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특정 주체로의 소유권 변

화 여부, 입지 과정에서 자본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

을 수 있다. 한편, 발전소 입지가 기존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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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함에 따라 기존 농업 체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입지와 관련한 주민의 반발은 없는지, 농지 태양광발전소가

지대추구적 동기로 입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에 따라 지역사회, 농촌사회,

농지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등을 밝힐 수 있다.

이상의 분석틀과 연구 질문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제 2 장 이론적 배

경에서 도출한 ‘토지의 지대추구 영토화’ 논리(그림2-2)는 아래와 같이

사례지역 맥락과 함께 고려될 수 있다(그림3-9). <그림3-9>에 따라 이

어지는 제 4 장은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구체

적으로는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가 촉진될 수 있었던 제도적 조건들,

입지 메커니즘을 밝히는 시도를 한다. 다음 제 5 장은 두 번째 연구 질

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특히 사례지역에서 구체적으

로 발생한 사회공간적인 변화,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밝히는 데 집중한

다. 이에 따라 소유권 측면에서 변화, 농촌과 농지의 위기가 깊어졌음을

논증한다.

그림3-9.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 질문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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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농지로 향하는 태양광발전소

이번 장은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먼

저 1)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촉진한 제도적인 조건을 전국스케일과 제주

스케일로 나누어 살펴보고, 현행 제도가 특히 농지로 태양광발전소를 유

도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어서는 2) 사례지역에 농지 태양광발전소가 입

지하는 메커니즘을 토지재산권에 기반한 지대추구행위라는 관점에서 설

명을 시도한다.

제 1 절 태양광발전소 보급 촉진의 제도적 조건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공간 전략’13)은 중앙과 지

방정부 차원 모두에서 여러 정책의 형태로 실천되어왔다. 이번 절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적 조건들을 전국과 제주

스케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이 지속적으로

농지로 유도되어왔음을 밝힌다.

1. 전국스케일에서 촉진 요인

1) RPS/REC 제도

13) 여기서 ‘국가 공간 전략’ 개념은 Brenner가 Jessop의 국가 이론(Jessop, 1990; 유범
상·김문귀 역, 2000)에 영향을 받아 고안해낸다. 이는 국가가 자신이 지닌 권력을 이
용하여 영토 내의 사회·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인프라 건설
의 촉진, 여러 스케일에서 ‘구조화된 응집(Harvey, 2018)’의 추구, 특정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사회공간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함께 제시되는 ‘국가 공간 프로젝트’ 개념
은 국가 공간 전략과 늘 밀접하게 연계되어 나타나는데, 국가가 규제 및 정책적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스케일을 차별화하고, 관리 및 조절(regulation)하는 것으로
표현된다(Brenner, 2004). 이렇듯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사회공간적 전략이 연구지역
농지 태양광발전소의 빠른 보급에 어떻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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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RPS/REC 제도(2012년~)를 꼽을 수 있다. 이는 각각 신·재생에

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를 의미

하는데, 전력 판매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주

는 종전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사라지고 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목

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RPS제도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전

력공급의무자)14)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

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RPS 비율은 처음 도입한 2012년 기

준 2.0%에서 2023년 10.0%를 목표로 하였으나, 2022년 개정 및 시행되

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5)에 따라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상향 재설정하게 된다. 하지만 의무공급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RP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무한정으

로 새로 지을 수는 없으므로, 기업 자체로 충당하는 재생에너지 외에 나

머지 비율을 소규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구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

무공급자는 그들이 구매하는 전기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 인증서(REC)를 거래하는 것이다. 요컨대 의무공급자는 RPS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 자체 충당분 외에 REC를 할당량만큼 구

매한다. 이에 따라 사회공간적으로 더 많은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분포하

게 될 수 있다.

또한 REC는 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부터 생산되었음을 인증하

는 기본적 역할 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원인지와 어디에 설치된

것이냐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한다16). 그리고 정부는 3년마다 신·

재생에너지원 종류와 설치장소 별로 가중치를 조절함으로써 신규 에너지

14)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2020년 기준 21개 기업이다. 이들은 기업규모에 따라 자체적으로 생
산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소규모 사업자들로부터 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RPS
의무비율을 맞추어야 한다.

15) 해당 법은 10% 상한을 두고 있었던 기존 의무공급비율을 25%로 상향 제정한다.
16) 예컨대 2022년 개정안 기준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소는 가중치가 3,000kW 이하 용량
기준 1.5인 반면, 임야 태양광발전소는 규모와 상관없이 0.5의 가중치를 받는다. 즉 같
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건축물 위 태양광에는 1.5배의 가중치를, 임야 태양광에
는 기본 1.0REC에서 오히려 –50%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주기적으
로 REC 가중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공간선택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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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입지를 공간적으로 선택하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REC는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 매립지가스, 바이오가스, 조력, 조류

발전 등 갖가지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매기고 있다.

여기서 본 연구가 다룰 태양광발전소, 특히 잡종지·농지·산지·건축물 위

의 시기별 가중치 변화를 따로 정리하였다(표4-1). 표를 상단에서부터

살펴보면, 잡종지의 경우 2016년부터 변함없이 3,000kW미만 용량에 대

해서는 1.0 이상의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농지의 경우 2016~2019년에는

잡종지와 같은 취급을 받다가 2019~2021년에는 (농지법개정에 따라 농업

진흥구역 내 염해농지에 대한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해진 것을 포함해)

0.7의 가중치를 부여받고, 2022년부터는 다시 잡종지와 가중치가 같아진

다. 산지의 경우에는 2016~2019년에는 다른 지목과 같은 가중치를 부여

받다가,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산림훼손·산사태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17) 산지의 잡종지로의 전용이 금지되고 REC가중치가 꾸

준히 감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우에

는 3,000kW 이하 용량 기준 가장 높은 1.5의 가중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REC 가중치의 변화는 태양광발전소의 입지에 대해서 농지

및 농지를 전용한 잡종지, 그리고 건축물 위를 중심으로 유리한 제도적

조건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들은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대규모 부지확보가 쉬운 농지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면담20)

지금 일단은 이제 한정되어 있는게, 임야는 안되고. 임야는 안되니까 일단은

농지나, 뭐 대지(垈地) 같은 경우는 되거든요? 농지나 대지같은 경우만 되니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면담20)

17) 산림청은 20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대상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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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에 따른 농지법 개정

또 다른 입지 촉진 요인으로는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2017년~)을 들

수 있다. 이는 ‘2030년 내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만들겠

다는 뜻으로, 신규 에너지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청정

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계획이다. 이행 내용에서 농지 태양

광발전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지

법」개정이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구

역 내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일시사용허가를 내

줄 수 있게 되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용도 사용을 금

지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태양광 용도로 일시사용허가가 가

능토록 바꾼 것이다. 둘째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농지법 시행령」의 발

효다. 이에 따라 농민주도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입지할 경우 농지를 전용

하는데 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는 제도적 혜택을 주었으며

(2018~2019년), 태양광 설치 용도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

R

E

C

가

중

치

설치장소 2016~2019 2019~2021 2022~

잡종지
(태양광발전소로

토지전용 시

잡종지로 변경)

1.2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

1.2 (100kW미만)

1.0 (100kW이상)
1.2(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농지

(전,답,과수원)

0.7
2019.7.부터

농업진흥구역내

염해농지에 대한

일시사용허가

산지

(임야)

0.7
2018.12.4.부터

‘산지->잡종지’ 전용

금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0.5

일시사용허가 대상

건축물 위
1.5 (3,000kW이하)

1.0 (3,000kW초과)
1.5

1.5 (3,000kW이하)

1.0 (3,000kW초과)

표4-1.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에 따른 시기별 REC 가중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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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연장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최대 18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2022

년~). 즉,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의 영향에 따라 향후 전국스케일에서 농

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더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만들어지

게 된다.

2. 제주스케일에서 촉진 요인

이상에서 살펴본 전국스케일의 제도적 조건과 더불어, 제주지역은 크

게 두 가지 차별적인 조건을 더 포함한다.

1) 탄소없는섬제주2030(CFI2030)

제주스케일에서는 ‘탄소없는섬제주2030(CFI2030)18)’ 프로젝트가 2012년

부터 10년째 추진되고 있다. 태양광발전 정책19) 위주로 살펴보면, 연구

지역 농지 태양광과 관련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농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이뤄지는 ‘감귤폐원지 및 유휴부지 전기농사

사업’이다. 이는 과수원을 비롯한 농지 전반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제주도가 육지기업을 유치하여 이뤄진다. 본 사업은 제주도 예산이 지원

되는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및 전기차 충전소용 태양광 보급사업과 달

리, 민간 100% 자금으로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

사는 부지발굴·주민협의·인허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제주도는 인허가

과정이 까다롭지 않고, 소요 시간이 짧다는 장점20)이 있어서 입지 당시

에 태양광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으로 고려되었다(면담16). 한

18) CFI2030 프로젝트는 ‘1) 신·재생에너지로 도내전력수요 100% 대응, 2) 친환경 전기
차로 도내 운행차량 대체, 3) 에너지 수요관리 고도화로 고효율 저소비, 4)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를 4대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19) CFI2030의 태양광 보급 관련 사업은 크게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약
50MW),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약 24MW), 전기차 충
전소용 태양광 보급사업(약 116MW), 민자 태양광발전 사업(약 925MW), 감귤폐원지
및 유휴부지 전기농사 사업(약 126MW)’이 있다. 보급 목표 용량을 고려해본다면 제
주도가 ‘민자 태양광발전 사업’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실제로 제주도는 도 차원에서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절차를 개선한다. 전기사업 허
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종전 60일에서 40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보도자료. 2019년1월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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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민자 태양광발전 사업’은 제주도가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한 환경

을 조성하고 민간주도 태양광발전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수익 창출을 통한 수용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

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

겠지만, 이러한 민간주도의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이 제주도의 신·재생에

너지 발전 비중의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제주도 내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전국 대비 가장 높은 비율(16.2%)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 2020년 들어 이미 태양광이 풍력을 앞질렀다(태양광

448MW, 풍력295MW). 그러므로 제주도는 타 지역보다 더 일찍부터 재

생에너지와 관련한 도 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입지에 유리한 제도

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행위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빠른 편이죠, 제주도는요. 개발행위허

가도 육지는 몇 달이 걸리는데 제주도는 한 달 정도면,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요. 한 달 밖에 소요가 안 되고요. 기간적인 면에서 한 육지의 2/3 정도로 빨라

요. (면담16)

2) 제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부재

농업진흥구역은 흔히 ‘절대농지’라고 불린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공공

목적의 개발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주

말체험영농21) 목적 등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하

지만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농업진흥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

신에 조례를 통해 관리되는 ‘계획관리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는 필요시에

21) 농지법 제 6조(농지소유의 제한)에서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
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말 체험 영농(주말농장)
목적일 경우 1세대에 1,000㎡ 미만 소유 인정,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상속분에서 10,000㎡까지 소유 인정(단, 제7조에 따르면 상속받은 농
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 가능), 60세 이상이면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를 임대하는 경우(농지법 제23조),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
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갖가지 예외 조항을 두어
우회적으로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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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개정하여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고, 언제든 개

발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수월해 투기 목적의 자본 역시 지역의 개발 관련

소문에 따라 유입되기 쉽다22). 한편, 2005~2021년 대정읍 지역의 농지전

용 허가면적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하기 시작한 2013년 즈음하

여 농지전용허가면적이 상승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4-1). 이는

농업진흥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제주스케일의 특징이 사례지역의 태양광

발전소 입지와 이에 따르는 농지전용을 다른 지역보다 더 수월하게 만들

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제주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농업진흥구역이 존

재하지 않는 조건 때문에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할 때 좀 더 유리

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4-1. 2005~2021년 대정읍 지역의 농지전용과 주말체험영농 허가
면적(㎡). (자료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제 1 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스케일에서는 RPS제도가

의무공급비율을 높이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입지를 전반적으로 촉진

하고 있다. 이와 연동하여 시행되고 있는 REC제도는 특히 농지에 대한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함으로써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좋은

조건을 지속적으로 형성해나가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22) 한국농어민신문. (2021년9월17일자).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 제주 농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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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에 따른 농지법 개정은 농민주도 농지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

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촉진한다.

한편, 제주스케일에서는 이제 10년 차에 접어든 탄소없는섬제주2030 프

로젝트가 사업 참여기업을 유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왔다. 여기에 농업진흥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제주의 특성

이 더해지면서 개발사업자들이 제주라는 지역을 좀 더 매력적으로 느끼

도록 한다. 따라서 사례지역의 농지는 토지라는 재산의 특성상 공급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여러 제도적 조건들이 중첩하면서 태양광발

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로서 입지가치를 키워온 것이다.

제 2 절 ‘전기농사’로의 전환: 농지에서 태양광발전소

로 토지이용 변화

물론, 제 1 절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현행의 모든 제도적인 조건

들이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를 촉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예

컨대 농지에 대한 규제의 강화, 제주지역의 토지가격 상승이 설치에 따

르는 비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입지를 촉진하는 과정에 잠재적으로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절에서는 이와 같은 잠재적 요인

들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 신규 태양광발전소

입지를 촉진하는 힘이 더욱 컸음을 논증한다.

먼저, 농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에 문

제의식을 느껴 농지소유에 관한 규제를 강화23)하였으며, 제주 지방정부

도 마찬가지로 제주도를 대상으로 토지 투기가 극심해지자「농지기능관

23) 예컨대 2021년 10월 14일 개정된 농지법은 임차농이 주류가 되었다는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규정을 엄격하게 만들고, 그들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
하는 경우에도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이어서 2022년 8월 18
일 시행예정인 농지법 개정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 농지매매 및 불법 임대차 중개 및 광고행위 금지, 농지취득자
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등을 제정한다. 그 결과 중앙정부는 한편에선 에너지 전환 과
정에서 농지 태양광 입지를 유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다른 차원의 이유로 발생한 문제
에 대해서 농지의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등 서로 구별되는 필요에 의해 농지에 대한
상충되어 보이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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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강화방침」을 발표하기도 한다. 실제로 사례지역의 농지 태양광발전소

신규 입지는 제주스케일의 농지관리방침이 발표된 시점인 2015~2016년

에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3-6).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

환이라는 글로벌스케일의 변화 압력24)은 ‘태양광발전소 입지를 위한 대

규모 토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부지’로서 농지와 ‘식량 자급과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농지 사이에 지속적인 경합을 만들

어냈고, 실제로 전국스케일에서는 제주의 농지관리방침이 시행된 지 3년

이 채 안 되어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 촉진을 위한 농지법 개정, 농민

주도 농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게 된다. 이는 중앙정부스케일에서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공간적 프로젝트와 지방정부스케일의 농지 관리 전략 사이에 스케일 간

불일치를 보여준다.

한편, 제주스케일에서 토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특히 제

주는 장소 자산을 발굴 및 상품화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

주’25)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지역의 발전수단으로 사용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왔다(이용균, 2005).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2011

년부터 사회문화적으로 제주로의 귀농·귀촌, 창업, 문화·예술 관련 이주

등이 큰 유행을 타게 되는데(김민영·최현, 2015), 이들은 주로 제주의 환

경적 가치와 장소성에 매료되어 장기간 휴양 및 이주를 결심하거나 카페

창업 등을 하면서 제주의 독점지대 상승에 일조하게 된다(면담17).

그때(2012년경)만 해도 (제주가) 땅값이 안정이 되어있는 상태였으니까. 지금

처럼 막 폭등해서 미친 듯이 오를 때가 아니니까. 뭐 그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대부분 한 게 그거죠, 카페. 카페라든가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여행지니

24) 글로벌스케일에서 매년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합의 내용이 꾸준
히 배후조건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2015년에는 파리협정(COP21)이 채택됨
에 따라 ‘신기후체제’가 수립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정책에 평소보다 더 큰 변화압력
을 주게 된다. 여기서 신기후체제는 과거 교토의정서(COP3)보다 기후 위기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및 선진국·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 부과는 한국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더 지
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5) 2016년 2월 발간된 「제주미래비전수립」에서는 청정, 공존, 발전이라는 가치를 바탕
으로 지역성장 전략을 제시한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라는 슬로건도 이
와 같은 맥락에서 정치인 등에 의해 관용어처럼 자주 호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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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여기가. 그런 쪽으로 와서 이제, 한달 살기나 일년 살기, 정착하기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유행이 많이 되었었죠. (...) 예전에는 그 2010년대만 해도

농가주택 얘기하면 시골집, 촌집. 완전 썩은 집에다가, 시골집도 다 그게 대지가

작아. 뭐 좀 작은 데는 오십 평, 큰 데는 백 평 안짝 대부분 그래. 그 농가주택

이라는 것이. 하여튼 우리는 그런 걸 농가주택이라 그러거든? 그때는 삼사천에

도 거래되고 사오천 뭐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이제는 이억이

넘어가니 참. 농가주택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없다고 봐야지. 그 수요가 많

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지. (면담17)

대정 지역의 지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사례지역은 제주스케

일 전반의 독점지대 상승과 더불어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가

상승26)을 기록한다. 이는 특히 2010년대부터 제주영어교육도시, 신화역

사공원, 제2공항입지후보선정, 송악산유원지사업 등 대정이 지속적인 대

규모 개발사업의 대상지가 되어오면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한 것의

영향으로 해석된다(면담18).

우리도 여기 옛날에 이 동네(대정읍 무릉리). 엄청 집 보러 왔어요. 밭들 보

러 왔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 ... 공항 발표하기 전에 엄청 많이 왔지. (대정

읍) 신도리도 후보27)에 있었지. 하여튼 십 년쯤 전. (토지를) 사려고 하는 사

람들이 많았지. ...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지가가) 올랐지만, 영어교육도시 때문

에 오른 것도 있고. 영어교육도시 끼고 있으니까. ... (농지는 평 당) 사십만원

오십만원. 지금. 지금 현재로서 비싼 땅은 백만원 넘어간다 그러고. 만원 이

만원할떄 그때 땅 샀어야했는데. 그때 막 그런 이야기 하고 그랬었는데. 엄-

청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면담18)

(땅값이) 오르긴 오른디[오르는데]. 그러니까 농촌 애들이 (농지를) 못 사는

거지. 그거 올라불믄[올라버리면] 저기(은행) 가면은 대출도 많이 해주고 하

지만은 그 대출 (농사해서는) 물지도 못 허는디. (면담14) * 꺾쇠 안은 제주어

번역

26) 국토교통부의 2020년 전국지가변동률조사(2016년 11월 지가를 지수 100으로 보았을
때, 2014년 11월 ~ 2020년 3월 사이 지가변동률을 조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전국평
균은 95.137에서 114.184(19.047 상승), 제주도는 85.86에서 108.196(22.336 상승), 대정
읍은 87.089에서 111.596(24.507 상승)으로 삼자 간 비교에서 최대상승률을 기록했다.

27)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용역에서 최종 후보지로 ‘신도2, 하모1, 난산, 성산’이 거론되
었는데, 이중 ‘신도2’, ‘하모1’이 대정읍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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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농지를 둘러싼 상황을 종합해보면 농지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치는 상승하였음에도 농지의 공급은 제한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제

주지역 토지 전반에서 높은 수준의 지가상승 또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이런 요소들의 영향으로 농지 태양광발

전시설의 보급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례지역의 농지 태양광발전소 보급 속도를 보면 입지를 촉진하는 힘이

입지를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행 태양광발전소 입지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더

욱 자세히 밝힌다.

현재의 농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는 그 과정에서 토지재산권에 기반한

지대추구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제주지역의

신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농지를 매입하

더라도 토지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사례지역의 경우에는

제주도 평균보다도 지가의 상승률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농지전용’을 통해서도 지가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입지 과정에서 시장가치가 더 높은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 과정에서 토지재산권에

기반한 지대추구적인 행위가 실제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를 규명한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입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대추구적인 동력이 결과적으로는 농지 태양

광발전소 입지를 더욱 촉진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1) 토지이

용 변화 과정에서 ‘농지전용’이라는 절차가 지대추구적인 도구로 사용되

고 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는 제주의 에너지 전환에서 이러한 조건이

주효하게 작용함에 따라 2) 제주스케일에서 전력의 과잉공급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밝힌다.

1. ‘농지전용’이라는 지대추구적 도구

현행 제도에서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는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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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는 ‘농지전용’ 절차를 수반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농지의 전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농업진흥구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용에 더 수월한 측면이 있다

(면담1, 17). 한편, 토지시장에서 잡종지가 농지(전, 답, 과수원)보다 더

높은 가치로 거래되고(면담17), 토지의 일시사용허가라는 절충안이 존재

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지목변경을 통한 지대추구를 제도적으

로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지목변경을 통한 지가 차익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 또한 품고 있으며(면담11, 12, 16), 발전

시설의 수명(약 20년)이 다하고 그때에도 지금처럼 전기가격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설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다른 목적으로 토지

재개발을 할 의사도 내비췄다(면담 12). 특히 발전소를 위한 부지매입

단계에서부터 미래의 토지 재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육지’의 토지가 아닌 이미 지가가 많이 오른 제주의 농지를 매입한 경우

도 존재한다(면담 16). 이는 토지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대추구가 이

뤄지지 못하거나, 만족스러운 수준의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경우 언제

든지 태양광발전소가 아닌 다른 선택지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땅값 자체가 틀리지. 많이 받지. 그 농지는 딱 국가에서 지정을 해부니까[해

버리니까], 그건 뭐 농사지을 사람 아니면 거의 땅값은 안 오르고. 이거 하면서

잡종지로 바꾸면 이거 뭐 아무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외지 소유, 사도. 상관없으니까. 되팔 때는 이거 곱 이상 받아. 그 외지인도

이거만 사지 못해영 허지[못해서들 하지]. 잡종지. ... 땅도 남고, 수익도 되고.

... 게난[그러니까] 나중에 (발전소) 안 하젠[안 하려고] 하면, 팔아도 농지 때보

다는 곱빼기 받을 거니까. 잡종지니까. (면담11) * 꺾쇠 안은 제주어 번역

잡종지가 되면. 땅값은 조금 지가는 오른다고 보고. 거기다가 개발행위가 쉽

다고 봐야지. 쉽게 말해서. 미래에 차후에 그거 안 하더라도. (면담12)

(부지) 선정기준은 제일 처음에 제가 태양광 하지만은 20년 동안 태양광을 하

고 또 태양광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발가능성도 차후에, 차후에

개발가능성도 봤고. 비싼 토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다보면은 그 땅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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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뒤에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그 기준을 먼저 잡았어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 반대로 육지 같은 경우는 산골짜기에 (평당) 오만 원

짜리 삼만 원짜리. 평생 그 땅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땅들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 (면담16)

육지에 비해서 제주도 토지 값은 상당히 비쌉니다.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

고 또 예전에 육지 같은 경우는 평당 만 원, 이만 원. 뭐 많아야 비싸봤자

오만 원 정도에 소비를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땅을 찾을 수가 없습니

다. 저는 한 이십오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면담16)

사람의 각자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뭐 토지를 잡종지

로 변경하는거. 그걸 우선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 그러면서 지가가

올라가잖아요. 또 개발도 할 수가 있잖아요. (면담16)

따라서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과정은 단순히 토지에 관련

설비만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토지의 지목상승이라는 가상적 자본 또한

새롭게 창출하게 된다(면담19).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물질적 조건이

특별히 바뀌지 않고 단순히 ‘지목변경’만으로 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서 비생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는 발전소 입지를 통해

지가 차익을 기대하고 제도적 조건 역시 이를 ‘합법적으로’ 용인하고 있

다는 점에서 지대추구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사업자가 토지개발을 통해 발전소를 입지하면서 차액지

대Ⅱ28)와 더불어 지목변경이라는 독점지대를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정부

도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에너지 전환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상호 간 이익이 전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일

부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면담12, 16) 태양광발전시설이 지속적

으로 사업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이익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이

러한 상호 이익의 상태는 언제든 깨지기 쉬운 것으로 존재하게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일시적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상을 요약하자면 태양광발전소 입지를 위해 절차적으로 필요했던 잡

종지로의 지목변경은 농지일 때 보다 미래 시점의 토지활용도를 높여주

28) 동일한 토지에 대해 자본을 추가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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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면담10), 이는 역설적으로 추후에 태양광발전시설보다 더 나은 선

택지가 나타날 경우 토지의 재개발을 유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 오히려

‘역전환’을 촉진하는 발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어찌되었든 간에 쉬워요. 옛날에는 그 태양광에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보다는. 손해는 일단 안보니까. 지목변경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

어. 있었어요. 많-았죠. ... 개발 못하는 땅에 그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

게 되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면담19)

문제는 그 잡종지로 되게 되면. 외지인 서울사람이건 어디사람이건. 농지

취득자격증명없이도 살 수 있잖아. 그거 마음대로 팔고 살 수가 있어. 그러

니까 그 잡종지가 그런 거지. (면담10)

그니까 이제 잡종지로 바뀌면 농지가 아니니까. 바로 하잖아, 살 수 있게

되잖아. 농지가 아니니까 육지 사람이 투자로 사는거지. ... 자격이 풀렸잖아,

해제가 됐잖아. 농지가 아니니까. (면담17)

2. 제주스케일에서 전력의 과잉공급

사례지역을 비롯한 제주도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민간 중심의 빠른 보

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전력이 일시적으로 과잉공급되는 경

우도 발생하면서 제주 차원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빠르게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력은 수요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적어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수요보다 많은 공급이 이뤄질 경우에도 정전 등 전력계통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면담19). 특히 제주는 태양광발전소의 발전

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인 봄·가을 낮에 일시적으로 전력과잉공급

이29)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전력이 일시적으로 넘칠 때마다 ‘육지’로

연결된 해저케이블로 역(逆)전송을 실시하면서 전기를 판매하는 식으로

대처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발전시설의 보급 속도 대비 송전 인프라 확충

29) 한겨레. (2022년5월12일자). “전력 남아도는데 어째요” ... 제주 태양광 과잉에 ‘블랙
아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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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2015년 처음 전력의 일시적 과잉공급 상황에서 ‘전력

출력제한’ 조치30)를 감행하게 된다. 여기서 전력출력제한조치는 발전단위

가 큰 풍력발전소부터 이뤄지게 되는데, 이는 태양광발전소의 빠른 보급

에 따른 우발적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출력제한은

풍력발전소에 대해 현재31)까지 총 263회가 이뤄졌으며, 가장 후순위 출

력제한대상인 민간 태양광발전소는 2021년 10월 처음 출력제한 조치를

겪고 현재까지 총 14회 출력제한이 이뤄진다. 한편,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서도 출력제한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전국 단위

의 조직을 결성한다(면담16). 그리고 제주도 차원에서는 도와 산업통상

자원부의 무분별한 인허가에 대한 반대 시위, 한국전력의 전력출력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그림4-2).

분명히 우리가 한전이든 정부에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납득할 만

한 보상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협회 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 금

액은 보상금액은. 그리고 나서는 너네들이 우리한테 이러한(출력제한) 동참해주

길 바라야 되지 않겠냐. 출력제한에 대해. 무조건 출력제한할게 아니다. ... (전

기) 수급불균형을 일으킨 데가 어딥니까. 정부하고 저기, 도 아닙니까. 무조건

뭐 탄소중립 하자고 해놓고 아무 인프라도 구축 안해놓고 어떤 계획도 없이 보

급에만 치중했지 않습니까. 보급에만. ... 총량제를 실시했어야 돼요, 제주도

는요. 그래서 어떤 양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야지, 무조건 짓게 만

들어가지고. 이제 전기 남아도니까, 출력제한 한다고요? (면담16)

30) 제주의소리. (2022년5월3일자). 10년간 태양광 발전 120배 폭증 ... 남아도는 전기에
출력제한.

31) 처음 출력제한 조치가 시행된 2015년부터 2022년 4월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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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전력출력제한 조치 관련 설명회에 참가한 민간사업자들의 집회

모습. 한겨레 허호준 기자 촬영(2022년5월4일)

이상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제도적

으로 필요한 ‘농지전용’ 절차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촉진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인프라 보급 속도를 적절히 예측 및 통제하지 못함

에 따라 전력이 일시적으로 과잉 공급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전력출력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한편,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이러한 조치를 사유재산권 침해로 받아들이고 대응을 위해

전국스케일의 교섭단체를 조직하는 등 이익단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해나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대추구적 논리를 활용하여 보급을

촉진하였기 때문에 같은 논리에 얽혀 발전사업자들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압력 속에 놓이게 된다. 요컨대 제주는 지대추구 논리

를 에너지 전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서 시설보급을 촉진할 수 있었지

만, 예측하지 못한 전력과잉공급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것이 위기로

전화(轉化)되어 풍력발전 등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지방정부는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영토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강화해줘야 하는 상황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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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지역은 공급이 제한되어가는 농

지, 토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지 태양광발

전소 보급이 촉진될 수 있었다. 특히 지목변경이라는 지대추구적 도구를

활용함에 따라 빠른 발전시설 보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

으로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에서 토지재산권에 기반한 지대추구적인 논

리의 활용은 제주의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는 전

력의 과잉공급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요컨대 농지에 관한 상반되어

보이는 정책 등이 신규 농지 태양광발전 입지를 저해할 수도 있었고, 제

주에서 토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제반 비용이 올라 입지 속도가 영향

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지대가 더욱 컸기 때문에 신규 태양광발전시설의 빠른 보급이 지속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농지 태양광발전소가 대정 지역에 입지하면서 만들어낸

사회공간적 변화에 좀 더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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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발전소 입지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

이번 장은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된다. 토지재산권에

기반한 지대추구적 논리로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가 촉진됨에 따라 사

례지역에 어떤 사회공간적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무슨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사례지역은 구체적으로 1) 소유권 측면

의 변화, 2) 농촌과 농지의 다중적 위기가 심화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제 1 절 소유권 측면의 변화

1. 농지 태양광발전소 소유의 지리적 확장

에너지 전환이 지대추구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사례지역 농지 태양광발

전소는 빠르게 보급된다. 여기서는 태양광발전소가 어떤 주체를 중심으

로 빠르게 보급되었는지, 시설입지 특징은 무엇인지 밝힌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입지한 총 199필지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시설

토지대장을 분석한다.

먼저, 대정읍에 입지한 태양광발전소를 전용 여부에 따라 구분해보면,

총 199필지 중 182필지가 농지를 전용하여 입지했음을 알 수 있다32). 다

음으로는 태양광발전사업자 유형을 분류해볼 수 있다. 사례지역의 태양

광발전사업자는 크게 ①자영농태양광, ②개인외지인(매입, 임차), ③기업

(매입, 임차)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①자영농태양광은 과거에 또는 현

재에도 농민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토지를 태양광발전소로 전용하여 운영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개인외지인은 대정 지역 바깥에서 발전소를 소

유하는데 토지 매입과 함께 소유하거나,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을 운영하

는 경우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③기업은 대정 지역 내·외부33)에서 발

32) 그 외에는 임야 6필지가 전용되었으며, 대지에 설치된 지붕태양광을 포함한 11필지
는 전용을 하지 않았다.

33) 기업이 지역 내부에서 태양광발전시설과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현지법인을 만들어



- 60 -

전소를 소유하는데 부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소유한다. 이에 따라 사

례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소유 주체를 분류해보면, 총 199필지 중 ①자영

농태양광은 25필지, ②개인외지인은 101필지(매입93, 임차8), ③기업은 69

필지(매입36, 임차33), 기타 4필지(건축물태양광 등)로 분류된다. 이를 통

해 원칙적으로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구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면담

24) 사례지역 농지 태양광발전소의 약 85%(170필지)가 과거에 농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행위자들에 의해 입지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한 토지매입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는 경우가 다수(154필지)임

을 고려한다면,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 외에도 제주지역의 지가상승

에 대한 차익 역시 발전사업자가 전유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업자 유형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한 토지소

유자의 주소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소유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확장되어 있는가를 밝힐 수 있

다. 총 199필지 중 광주 지역에 주소지를 둔 토지소유자가 83필지로 가

장 많으며, 제주시 지역이 40필지, (기업의 지역법인을 포함한) 대정 내

부가 40필지 순으로 많았다34). 이를 통해 농지 태양광발전소의 지역기반

소유가 20.1%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광주지역에서 많은 수의 토

지소유자가 있는 것은 대규모 태양광 기업의 본사가 주로 해당 지역에

있으면서 직접 사례지역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해당 지역의 고객을 대상

으로 사례지역 부지를 알선하여 ‘토지 쪼개기’35) 등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면담10, 20). 그리고 제

주시 지역 토지소유자의 경우 고령농이 되어 관리가 힘들어진 가족 소유

농지를 태양광발전소로 바꾸거나(면담18), 농지를 상속 받아 태양광 발전

소를 운영하는 경우(면담15), 개인 투자목적(면담16)으로 유입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사례지역의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농지

주소지를 대정 지역에 두고 소유한다.
34) 총 199필지의 토지소유주는 구체적으로 광주83, 제주시40, 대정40, 대정을 제외한 서

귀포시8, 전남7, 전북3, 서울4, 경기3, 대전4, 충북1, 충남2, 경남1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35) 태양광 기업이 사례지역의 부지를 대규모로 매입하고, 500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100kW * 5필지로 쪼개서 개인 고객에 토지와 시설을 함께 분양하는 형식
을 예시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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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규정을 강화한 시기(2015년)를 전후로 크게 두 차례에 걸쳐 급증한

다. 첫 번째 시기(2013~2016년)는 제주도 차원의 정책적 영향에 의해, 두

번째 시기(2017~2020년)는 전국 차원의 정책적 영향에 의해 촉진된 것으

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시기 별로 태양광발전사업자 유형과 토

지소유자의 지역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첫 번째 시기(2013~2016년)에는 총 128개 필지가 대정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로 들어서게 된다(그림5-1). 사업자 유형 측면에서는 ②개인외지

인 61필지(매입56, 임대5), ③기업 57필지(매입36,임대21), ①자영농태양광

8필지 등으로 자영농태양광에 비해 외지인 및 기업 행위자가 집중적으로

유입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거주지 측면에서도 광주 81필지, 제주

시 15필지, 대정 15필지 등으로 지역 외부의 소유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기(2017~2020년)에는 총71개 필지가 태양광발전소로

입지하게 된다(그림5-2). 사업자 유형 측면에서는 첫 번째 시기와 유사

하게 ②개인외지인이 38필지(매입35, 임대3)로 가장 많지만, ①자영농태

양광이 19필지로 ③기업 12필지(매입0, 임대12)보다 더 많이 입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도 대정 27필지, 제주시 25필지로

첫 번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주 지역기반 소유를 바탕으로 한 입

지가 많아졌다.

태양광이 많아도, 업체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동네에 딱히. 현재 두 농가. ... 그게(태양광하는 사람들이) 업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네 식으로 (토지를 사서). (면담18)

(태양광발전소) 외지에서 들어와서 투자한 것들. 많아. 그거 회사에서 ○○

회사에서 와 가지고 땅 싸게 사가지고 다 투자한 모양이야. ... 십년전부터 와가

지고 그런 계획 세워가지고 땅을 그때그때 나오는거마다 샀겠지. ... 여기 땅5~6

만원 평당 이정도 할 적에 다 들어와서 사가지고. ... 그러니까 땅만해도 돈

벌어분거[버린거]. 그 사람들은. (면담10) * 꺾쇠 안은 제주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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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대정읍 2013~2016년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

그림5-2. 대정읍 2017~2020년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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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5-1). 사례지역의 태양광발전시

설은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된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농민

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 매입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관

련되지 않은 행위자들의 농지 구입과 전용, 발전시설 운영 비율이 85%

에 달한다. 이는 농가소득향상이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고,

‘전기농사’라는 서사 역시 실질적으로는 대다수 농가와 무관함을 밝혀준

다. 또한 농업관련 행위자의 발전소 운영비율이 낮은 만큼 지역기반 소

유비율 역시 20.1%에 불과한데, 이는 태양광발전소가 기존의 농지를 대

체하면서 새로운 경관과 장소성, 영토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지역주민들

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내포한다. 마지막으로는 태양

광발전시설 입지를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시기인 2013~2016년에

는 외지인과 기업 행위자가 많이 유입되었으며, 두 번째 시기인

2017~2020년에는 여전히 외지인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농민이 직접 운영

하는 태양광발전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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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총 199필지 (2013~2020년)

농지전용여부

농지를 전용 182 (91.4%)

임야 6 (3.1%)

기타 11 (5.5%)

사업자유형

① 자영농태양광 25 (12.5%)

② 개인외지인 101 (50.7%)

③ 기업 69 (34.6%)

특징
170 / 199필지 - 비농민 행위자 (85.4%)

154 / 199필지 - 토지매입형 입지 (77.3%)

시

기

별

구

분

2013~2016

① 자영농태양광 8 (6.2%)

② 개인외지인 61 (47.6%)

③ 기업 57 (44.5%)

특징
총 128필지 (미상 2)

* 소유자 주소지는 광주81, 제주시15, 대정15 등

2017~2020

① 자영농태양광 19 (26.7%)

② 개인외지인 38 (53.5%)

③ 기업 12 (16.9%)

특징
총 71필지 (미상 2)

* 소유자 주소지는 대정27, 제주시25 등

소유자 주소지

광주 83
제주시 40
대정 40
전라도 10

서귀포시 (대정 제외) 8
서울·경기 7
대전 4
충청도 3
경상도 1
기타 3
특징 지역기반 소유 (대정 20.1%)

표5-1. 사례지역 농지 태양광발전소 토지대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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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시설 금융화에 따른 소유권 이전 가능성 존재

태양광발전시설은 빛이라는 자연력을 전기로 변환하고 이를 시장에 상

품으로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소의 입지는

하루 평균 일조시간, 평균 전력가격 등을 계산해 보고 타산이 맞을 때

이뤄질 수 있다. 사례지역의 태양광발전시설은 탄소없는섬제주2030정책

(CFI2030)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2012년)를 기점으로, 이듬해부터 대정

지역에 처음 입지하기 시작한다. 이때 태양광발전 기업이 토지 임차를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지주에 지급하는 평당 임차료

는 6,000원 수준이다(면담10, 14). 이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농사 목적으

로 이용했을 때보다 3~4배 높은 지대 수준36)을 형성하고 있기에 토지를

임대하거나, 직접 본인의 토지에 발전시설을 운영하기에도 충분히 매력

적인 선택지로 존재하고 있다.

사례지역 면담자의 대다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와 시설

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만들었다(면담10, 11, 12, 14, 15, 16). 이는 시설

이 입지할 당시에 대출을 거쳐도 충분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면담15, 16). 하지만 사례지역의 다수 태양광사업자

는 현재 전력가격이 너무 낮아서 원금의 상환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호소했다. 특히 농사와 태양광발전소를

각각 운영하는 면담자10은 전력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면서 현재(2022년

1월)에는 농사로 번 돈을 끌어와 태양광발전시설 대출금을 상환 중이었

다.

36) 대정 지역의 농지는 가격이 급등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
가격의 경우에는 지가의 상승분 만큼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가의 상승 폭에 비
해서 농지이용에서의 지대 상승은 지속적으로 억제되어 온 측면이 있다(면담4, 12).
한편, 면담을 바탕으로 구성한 대정 지역의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농지의 평당 실제
임차료 수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0~2010년까지는 농지 임차료가 평당 1,000원 수
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2010년 제주 전역에서 발생한 폭설은 당시 월동채소류 가격
의 급등을 야기하면서 임차료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임차료 상승은 상인자본
이 대규모로 대정 지역의 토지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2010년부터 농
지의 평당 실제 임차료는 1,500~2,000원으로 형성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면담3,
12). 이와 더불어, 사례지역의 농지 임차는 실질적으로 지주와 소작농 간에 임대차계
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담1, 3, 4, 10). 그래서 지주
는 임차료 명목 외에 농지에 대해 평당 200원꼴로 지원되는 직불금을 추가로 수취하
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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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수익만으로 대출을 갚는 것이) 당초에 안 되지. 많이 부족해. (전기) 값

이 절반 떨어젼[떨어졌어]. 작년부터는 kW당 140원인가. 140원에 계약해불라

[계약해버려라] 올라도 모르고 내려도 모르니까. 이제 계약 되분거지[되어버린거

지]. ... 담보로 한거 그러니까 이제 진흥자금 같은 거 뭐 끌어다 쓰고 해서

갚아나가는 거지. ... 뭐 농촌에 나온 건데 그것도 끌어다 쓰고. 키위농사하

니까 거기서 나온 것도 쓰고. 그렇게 해서 원금을 갚아놔야 나중에 수익이

생길거난 게[생길거니까]. ... 뭐 나는 시설, 태양광 같은 거는 좋다고는 보는데,

내가 정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나니까[몰라버리니까]. 그니까 가격, 돈에 관

한 거 그게 힘들지. 뭐 나는 아침 되면 밭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고 하니까. 태

양광에서 나오는 세금 이런거는 ○○회사 직원한테 알아서 처리해달라 해가지

고 맡겨버리니까. (면담10) * 꺾쇠 안은 제주어 번역

이는 전력가격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37)을 받게 되면 추후

에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요컨대 전력가격

과 관련한 위기가 지속될 경우, 사례지역은 금융화를 통해 태양광발전소

가 건설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후에 토지 및 발전시설의 소유권 이전

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그니까 뭐 신경써지고 안 하고, 뭐 안되면. (발전수익) 안 나오면 나중에 그

냥 그거 뭐꼬. 밭을 다 가졍가불랭 줘불거[가져가버리라고 줘버릴거]. 아니 그

냥 다 줘버릴거야. 뭐 있나게. (빚을) 물지못하면. 그렇지 않나. (면담12) * 꺾쇠

안은 제주어 번역

이러한 사례지역의 위기 요소는 현행 전력가격제도의 특징에서 촉발된

것으로 해석된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전력시장에서 실시간

으로 거래되는데, 시장가격은 ‘SMP+REC(전력도매가격+신·재생에너지공

급인증서)’로 산정된다. 여기서 특히 SMP의 경우 글로벌 석유 및 천연

가스 가격과 연동된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원만으로 전력을 생산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되면서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현행 제도적 조건 하에서는 구조적으로 글로벌스

37) 코로나-19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어 산업 전기 수요가 감소한 것, 글로벌 석유가격
하락 등이 전기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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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의 위기가 곧바로 로컬의 위기로 전이됨에 따라 분산형 에너지 인프

라로서 태양광발전소가 지닌 ‘에너지의 지역적 자립’이라는 장점을 활용

하지 못하게 된다.

제 2 절 사례지역 농촌과 농지의 다중적 위기 심화

1. 농지잠식문제

농지 태양광발전소의 빠른 보급은 기존 농업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례지역의 농업은 지속적으로 이윤 감소를 겪어왔다. 농산물 가격

상승 폭이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의 증가분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이

다(면담4, 5, 6). 아래의 <그림5-3>은「2021농림축산통계연보」와 농협

중앙회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마늘 생산비와 대정 지역 농협의 마늘

산지수매가격 변화다. 여기서 농업 생산비 통계가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여 과소평가되었다는 비판38)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생산

비는 통계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림5-3. 전국단위 마늘 1kg 당 생산비와 대정 지역 농협의

마늘 1kg 당 산지수매가격 (단위:원, 자료출처:

2021농림축산통계연보, 농협중앙회)

38) 한국농정신문. (2017년12월15일자). 생산비 통계 신뢰확보에 투자 아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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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에 드는 비용을) 다 계산하면 농사 못 지어. 그런 거 계산 다 하면. 왜

냐면 자기가 일 허는거를 계산을 안하니까 농사 지엄찌[짓고있지]. 이거를 다

계산해불면[계산해버리면] 농사를 못 지어. 적자 나. 그냥 자기 일당 버는거나

마찬가지라. (면담5) * 꺾쇠 안은 제주어 번역

농사. 이거도 이제는 완전 투기성이 되었어, 투기성이. 옛날같이 꾸준하게 가

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해는 그것이 이제 투기성이 된 이유가 농산물 가

격을 줄때에는 물량이 적을 때는 엄청나게까지 가버리고. 물량이 좀 많다고

하면은 이거 로타리(트랙터) 감이야. 쳐야 돼. 밭 갈아버려야 되거든. ... 일년

에 몇 번씩을 그추룩[그런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거라. 게난[그

러니까] 투기성이라. (면담 4) * 꺾쇠 안은 제주어 번역

이와 같은 농업이윤의 지속적인 감소는 사례지역 농업에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유발한다. 먼저, 단위면적당 이윤의 감소는 대농화(大農化)를 낳

았다. 적게는 몇 천 평에서부터 많게는 십만 평까지 농지를 임차하는 등

과거에 비해 더 넓은 토지에서 농사를 해야 생활 유지가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면담12). 또한 대정읍의 주요 농산물인 마늘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면담7, 8), 지속적으로

다른 상품작물로의 전환이 시도되어왔다. 예컨대 비교적 최근에는 마늘

과 비교해 인력이 크게 들지 않아 가족농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고, 시

장에서 상품성이 높은 비트·콜라비·브로콜리 등으로의 작물 전환이 이뤄

지고 있다(면담3, 9).

(농지) 면적은 한정된 거고. 젊은 사람은 농사를 많이 지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 나 같으면 만평 짓다가 만 오천 평 지으려면 한 오천 평을 빌려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경쟁 붙는 거지. ... 젊은 사람들

은 보통 이만 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계산이 맞거든. ... 평수가 작으면 돈이

얼마 안 돼. (면담4)

나는 한 이만 평. 중간 정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 저기 이장은 팔만

평 해. 양파만. 쉽게 말하면 농산물 가격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 변동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야. 생활은, 물가는 계속 뛰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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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바뀌지, 하다못해 일하는 사람들도 사와야 되지. 이러니까 이제는 농사를 작

은 규모로 지어서는 안된다. 수익이 안나니까. 그래도 좀 많이 지어서, 그렇

게 수익 내는 수밖에 없어. (면담12)

하지만 농업이윤 감소에 따른 농지 구입 및 임차 수요 증가에도 불구

하고, 사례지역의 농지를 농사목적으로만 매입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가

중되어 왔다(면담1, 3, 17, 18).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함에도, 대정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관련 소문과 이에

따른 농지 투기39) 등의 영향은 사례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농업 활동에

필요한 농지의 구매를 힘들게 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농지의 잠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농지를 둘러싸고

한편에서는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농지가 발전소로 점유됨에 따라 농

지의 위기를 다중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농사를

짓다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게 된 자영농 출신 태양광사업자들(면담

10, 13, 14)은 대부분 ‘농사보다는 그래도 돈이 되니까’, ‘농지 임대 줘봐

야 얼마 못 받으니까’ 시설을 짓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농업을 영위하

기 힘들어져 가는 지금의 상황이 대농화 경향과 ‘전기농사’로의 전환 둘

다를 부추기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례지역

의 농업 현실 악화는 역설적으로 농지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도, 동시에

농민들 사이에서 조차 더 나은 이윤을 위해 농지의 타 용도 전환을 부추

기도록 만들었다.

아, 그냥 (태양광발전소) 해가지고 수입이 된덴허니까는[된다고하니까는]. 일

정한 수입이 되니까. 밭이 남한테 주는 것(임대) 보다는 좋고. ... 농산물(가격)

도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밭이 남 빌려줄 때는 잘 받아야 평당

2,000원이야. 평당 2,000원이니까 그 계산을 하면은 그래도 저 자기 밭이니

까 월 수입이 꽤 되니까 좋은 거. (면담14) * 꺾쇠 안은 제주어 번역

이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주의 상황, 지주에게

39) 경향신문. (2021년9월30일자). 휴경·불법 임대·투기 ... 제주도 ‘가짜농부’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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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한 앞으로도 농민

또는 외지인 둘 다에 의한 농지의 잠식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시설입지 과정에서 필요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은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태양광발전소를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농

지라는 지목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다

시 농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담17). 즉,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체제가 한편에서는 기존 농업 체제의 지속가능성과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의 이용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사회공간적 갈등과 경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田)보다는 잡종지가 훨씬 지목상으로 이득이 많지. ... (잡종지를 다시 농지

로 바꾸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안되지. 없지.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안

하지. 힘들지. 거의 없다고 봐야지. 농지는 계속 잠식되는거지. 지목이 중요

하지. (면담17)

2. 높은 주민수용성의 역설

농업 이윤 감소에 따른 농지 수요의 증가, 투기 대상이 된 농지, 농지

태양광발전소의 빠른 보급에도 불구하고 사례지역은 ‘역설적으로’ 높은

주민수용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대해 가시

적으로 반대를 하는 면담자는 없었으며, ‘자기 땅에 짓는걸 뭐라고 할 수

는 없다’는 식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태양광발전 기업체와 시설 입지를

위해 부지를 물색했던 개인사업자 역시 공통적으로 ‘높은 주민 수용성’을

사례지역의 장점으로 꼽았다(면담16, 19, 20).

육지 같은 경우는 ...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 그런데 제주도 같은 부분은

그런데 다소 약했어요. 그 당시에요. 인맥도, 인맥도 있고 ... 그런 부분에서

는 이제 좀 유리하지 않았나. (면담16)

(사업처로서 제주도가 지닌 장점은) 민원이 좀 적은 편일걸요. 제가 볼 때는

요. (면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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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설치된 지도 모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설치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걸 민원을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 그리고 땅 주인들

이 지인이거나 한 경우. 그러다 보니까 또 함부로 민원하기가 그렇기도 하고.

(면담20)

이러한 높은 주민수용성은 역설적이라 할 수 있는데,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외부투기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이 낳은 구

조적 무기력이다. 사례지역은 201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개발과 관련한

소문이 있어 왔고, 토지에 대한 투기 행위가 특정 입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장소성이 지속적으로 해체되어 왔다(면담

18). 이에 따라 외지인에 의한 토지 구매 및 개발이 경관을 해친다거나,

기존의 장소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인식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행위로서

간주되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농가의 고령화에 따라 농지를 둘러싼 장소성이 해체되

는 것이다. 예컨대 농업에 종사하다가 고령이 되어 더 이상 농업을 영위

하지 못하게 된 면담자의 경우(면담5, 6, 7, 8) 지역주민에게 농지를 임대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지역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토지를 물려주게 된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던 사

람들이 형성해온 장소성이 지속적으로 해체되는 동시에, 향후에는 지역

외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토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들이 4형제야. 아들만 넷인데 (농지를) 다 나눠줘 버렸어. 한 사천 평씩. 다

나눠줘 버리니까. ... 애들한테 나눠줬지만 애들은 농사 안 지으니까. ... (아들이)

제주시에 둘 있고, 서울에 둘 있고. (면담10)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지주를 중심으로 토지의 매매 및 개발이 결정

되다보니 농지를 빌려 쓰는 소작농의 의사가 배제(displacement)되는 측

면이 존재할 수 있다. 사례지역은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비공식적

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토지의 실

질적인 점유자(임차농)와 별개로 이뤄지기 쉽다(면담3, 4). 이는 토지를

둘러싼 의사결정이 농지로서 이용에서든 태양광발전시설로 이용에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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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의 강화 차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소작농이 지속적으로 배제되

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비공식적으로 토지 임대차가 이뤄지다보

니 소작농의 장소기반 이해관계가 쉽게 형성되지 못하고, 지주를 중심으

로 하여 사유재산권 논리로 토지의 이용이 결정됨에 따라 지대추구적 영

토화 논리가 더욱 쉽게 뿌리내리고 강화될 수 있다.

밭을 되찾아버린다고. 그렇지, 내버리라는거지. 게믄[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줘. 그러니까 이거 큰 소리를 못쳐. ... 그렇지. 말하면 그 땅을 잃어부는건데

[잃어버리는건데]. 그런거 부탁하면 다 찾아부는데[찾아버리는데] 뭐. 계약서

안 써준다고 하면 하지말라고 그래. 다른 사람 빌려주게. (면담4) * 꺾쇠 안

은 제주어 번역

이상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례지역의 높은 수용성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역설적 측면이 있다. 1) 사례지역의 지속적인 대규모 개

발 관련 계획과 소문은 투기를 부추기고 장소성을 지속적으로 해체시킴

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입지 역시 상대적으로 저항 없이 이뤄질 수 있었

다. 2) 농가 고령화에 따른 토지의 상속이 지역 외부 거주자 위주로 이

뤄짐에 따라, 장소 기반 의사결정이 약화될 수 있다. 3) 실질적으로 농지

를 이용하는 소작농이 토지를 둘러싼 의사결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면

서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지대추구적 영토화 논리가 더욱 쉽게 뿌리

내려지고 강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높아 보이는 사례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곧바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

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토지재산권에 기반한 지대추구

의 논리를 함께 고려해야만 농지 태양광발전소로의 전환 과정에서 토지

이용변경이 수월했었던 사회공간적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 5 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장은 토지재산권에 기반한 지

대추구적 논리로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가 촉진됨에 따라 사례지역에

어떤 사회공간적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지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유권 변화 측면에서는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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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의 소유권 관계가 지리적으로 확장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시설의 금융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금처럼 전력가격이 낮은 상태가 계

속 유지될 경우 향후에 소유권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 농촌과 농지의 위기 역시 여러 요소가 결합하면서 심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농업의 이윤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농민과

외지인 둘 다에서 농지잠식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으며, 표면적으

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높아보였지만 이는 역설

적 측면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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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제주의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어떻게 태양광발전시설이 빠른

보급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특히 대정 지역의 농

지 태양광발전소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공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는 주류전환이론이 시간 축 위주로만 설명된다는 점, 다양한 이론을 수

용함에 따라 추상화되거나 일반화된다는 점, 지속불가능한 문제의 해결

을 지향함에도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공간적 경합과 충

돌을 도외시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

체적으로 사회공간의 주요 분석틀인 TPSN에서도 영토개념에 천착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지대추구 영토화’ 논리가 사례지역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촉진한 제도적인 조건을 살펴

보았다. 태양광발전소의 빠른 보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

은 크게 전국스케일에서 RPS/REC제도,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의 일환으로 시행된 농지법 개정 등이 있었다. 제주스케일에서 탄소없는

섬제주2030 프로젝트, 농업진흥구역의 부재 등이 있었다. 먼저, RPS제도

의 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은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재생에너지원 발전

소 전반의 신규 입지를 촉진할 수 있다. 다음으로 REC제도는 태양광발

전소의 입지 유형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공간

선택적인’ 전략을 취하는데, 상대적으로 농지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의 일부로서 시행된 농지법 개정

은 농민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입지 촉진을 시도하였다. 한편, 제주스

케일에서 탄소없는섬제주2030 프로젝트는 감귤폐원지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전기농사’ 사업, 민자 태양광발전 사업 등을 펼치면서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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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농업진흥구역이 없는 제주의 장소적 특성

은 농지를 전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입지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

물론, 정부는 일관되게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에 유리한 정책만을 펴지

는 않는다. 국가는 서로 구별되는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상으로 상충되

어 보이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제주에서

는 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상승해왔다. 이는 농지라는 토지의 공

급제한, 제반 비용 증가에 따라 농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에 잠재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상의 잠재적 방해요인들보다 입지를 촉진하는 힘이

더욱 커서 발전시설의 빠른 보급 속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토지의 지대추구 영토화 논리는 사례지역의 태양광발전시

설의 빠른 보급에 큰 기여를 한다. 이는 에너지 전환이 추구하는 탈탄소

(de-carbonizing) 전환과 지속가능한 체제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 사

례지역의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 촉진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았다.

1) 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입지를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 절차가 지대추

구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이는 농업진흥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례

지역 특성상 농지의 잡종지로의 지목변경만으로도 지가차익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합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가 지대추구 영토화 논리를 전환의 촉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미래시점에 태양광발전시설보다 더 나은 선

택지가 등장하게 될 경우 역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 특

성을 지닌다.

제주스케일에서 지대추구적 특성을 활용하여 입지촉진을 한 결과는 아

래와 같았다.

2)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대추구 영토화 논리를 활용함에 따라 태양

광발전소가 빠르게 보급되었는데, 이는 제주스케일에서 ‘전력출력제한’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전력의 일시적 과잉공급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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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보급 속도를 적절히 예측 및 통제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한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이러한 전력출력제한 조치를 사유재산권 침

해로 받아들이면서 영토적 논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입지

촉진의 도구로 사용한 논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사례지역에 주목해서는 ‘토지의 지대추구 영토화’ 논리를 전환의

촉진 도구로 활용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체제로의 전환 의미를 왜곡 및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동시에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대정 지

역은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회공간적 변화를 겪

는다.

3) 사례지역에 입지하게 된 농지 태양광발전시설의 소유권 관계는 지

리적으로 확장되어있다. 특히 농민이 아니면 농지 취득에 제한이 있음에

도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자들의 발전시설 운영비율이 85%로 추산

된다. 농업관련 행위자의 발전소 운영비율이 낮은 만큼 지역기반 소유

역시 약 20%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태양광발전소 입지 과정에서 형성되

는 장소성과 영토성이 로컬 맥락과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

다.

4) 사례지역 자영농태양광 사업자 대다수는 시설 입지 과정에서 융자

를 활용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전력가격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된다면,

추후 소유권이전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최근의 낮은 전력가격은

현행 전력가격제도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연동됨에 따라 글로벌스케일

의 위기가 곧바로 로컬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로서 태양광발전소가 지닌 ‘에너지

의 지역적 자립’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5) 농민과 외지인 둘 다에 의한 농지의 잠식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투자의 관점에서 농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 ‘매력적인’ 선택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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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한, 기존 농업 체제의 지속가능성과 충돌하는 지점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례지역 농업에서의 이윤 감소추세는 농지에 대

한 수요 증가와 자영농의 농지전용을 통한 발전소 입지 둘 다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6) 사례지역 농지 태양광발전소 입지는 표면적으로 높은 주민수용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역설적 측면을 지닌다. 먼

저, 사례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관련 계획과 소문이 토지 투기를 부추기

면서 장소성을 지속적으로 해체시켜왔는데, 이는 외지인에 의한 태양광

발전소 입지도 상대적으로 저항 없이 이뤄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두 번

째는 농가 고령화에 따른 토지의 상속이 지역 외부 거주자 위주로 이뤄

지면서 장소 기반 의사결정이 약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소성 해체는

표면적으로 높은 주민수용성을 띤 것으로 보이게 한다. 마지막으로는 실

질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소작농이 토지를 둘러싼 의사결정에서 지속적

으로 배제되어 옴에 따라,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지대추구 영토화 논리

가 더욱 쉽게 뿌리내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수용성이 높은 것으

로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분석틀은 제주스케일 전

반의 농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결과 역시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립에서 기존 체

제와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 지대추구 영토화 논리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

환’을 이루는 데 기존의 입지 촉진 논리만을 활용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

한편, 지금처럼 농지를 전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대신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종류의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동일한 토지

에서 농업활동과 태양광발전을 함께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절충적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오수빈·신수민·윤순진, 2021). 하지만 토

지의 지대추구 영토화 논리가 지금처럼 지속되는 한, 영농형 태양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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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안도 마찬가지로 특정 세력들에 대한 포섭과 배제라는 영토적 논리

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대안의

경우에도 기후위기의 주요 피해자로 드러나고 있는 농업과 농민, 기후위

기의 주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간의 정의로운 공존

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이는 사회공간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등이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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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limate change is the defining crisis of our time, there have

been commitments from countries to set carbon-neutral goals, which

make energy transition agendas draw more attention. This study is

conducted on a case of Jeju, in which it achieved a 16.2% renewable

energy generation ratio, resulted from the rapid spread of solar farm

in Jeju over the past decade.

Meanwhile, energy transition process requires specific spatial

facility and infrastructure. In other words, energy transition processes

have their own ‘socio-spatial’ processes. For example, si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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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process of solar farm occupies a lot of physical area, which

requires it to be accompanied by variegated socio-spatial changes as

well.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of rapid distribution

in the energy transition of Jeju, and analyzes the socio-spatial

changes resulted from the location process of Solar Farms on

Farmlands(the SFF) in Daejeong, Jeju.

There are two Research Questions(RQs). The first RQ concerns

why solar farms have a spatial selectivity to farmlands, and how

territorialization of rent seeking is socio-spatialized under the location

process of the SFF based on land property. The second RQ is

associated with what kinds of issues can be occurred during the

processes mentioned abov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hanges of Land Category of Farmland(농지전용)’ is a prerequisite

procedure for ‘the SFF location processes', which also can be used as

a tool for ‘rent seeking', provoking the transition as well.

2. A result of rapid electrification evokes temporary oversupply to Jeju

power system. Also, it makes an unexpected result of ‘Electricity

Output Restriction(전력출력제한)’, which limits solar farmer’s electricity

production.

3. The ownership relations of the SFFs are geographically expanded,

which stands for solar farm locations might easily be installed and

operated regardless of local actors’ interests.

4. Majority of the solar farmers make loans for the SFFs installation. This

would enables the farmers to transfer ownership when electricity price

remains low like present.

5. If the agricultural profits continues to decrease as present, the

farmlands encroachment may additionally take place by both farmers

and outs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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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t appears that Daejeong has a high social acceptance of the SFFs

locations, though it has ironical aspects in fact.

The present study has significance in two senses. First, the

framework of the study would be applied to other areas other than

Daejeong. Seco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emphasizing the need to consider harmony with the existing

system like agricultural regime when establishing energy transition

policy in the future. Last, it is expected to use a similar analysis

for Agrophotovoltaics(영농형태양광), regarded as an alternative for

SFFs because the ‘rent seeking’ territorialization, inclusion and

exclusion of specific forces, still can come into being as long as

the logic of the ‘rent seeking’ territorialization still continues.

keywords : Energy Transition, Jeju, Land, Farmland, Solar

Farm, TPSN framework

Student Number : 2020-2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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