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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동성*·임재욱**1)2)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oca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City
Lee, DongSung*·Lim, JaeWuk**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햇빛지도를 토대로 태양광 발
전시설 설치 여부 자료를 구축하고,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건축물 요인은 층수가 높은
건물일수록, 연면적이 큰 건물일수록, 전력 사용량이 많은 건물일수록, 최근에 건설된 건물일수록, 그리고 비주거용 건
물일수록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 요인은 토지가격과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지형적 요인은 높은 고도에 위치한 건축물일수록, 태양광
잠재량이 많은 건축물일수록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는 실증분석결과를 토대
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태양광 발전시설, 신재생에너지, 입지 분석, 서울시, 이항로짓모형
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factors on loca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binary logit model us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data based on the map of building and photovoltaic map provided by the city
of seou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n terms of building factors, buildings with higher floor, bigger
total floor area, higher power consumption were identified to have higher probability of photovoltaic
installation, while old and non-residential buildings had lower probability. Second, in terms of regional
factors, land price and population density were higher probability of installation of photovoltaic
facilities. Third, with regard to topographical factors, altitude and photovoltaic potential were higher
probability of installation of photovoltaic facilities. with these seemingly contradicting findings, several
polocy implications for renewable policy in Seoul were discussed.
Key Words：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y, Renewable Energy, Location Analysis, Seoul
Metropolitan City, Binary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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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치사업과 시민햇빛발전소 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
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원
해줌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유도하는
사업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태양광 햇빛지도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구축하는 등 태양광 발전시설의 건물, 지역적 특성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

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

적·경제적·환경적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

로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

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

티브만 지원해줄 뿐 아직까지 건물과 지역적 특성

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도되

을 고려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고 있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중앙정부 주도 하에 신재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통

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해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실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는 일

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
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도이다(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의무
공급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
으로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발전시설 건설에 집중한다.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

최근연도인 2017년도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태양

즘은 비싼 부지 임대료, 넓은 공장이나 물류창고

광 잠재량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2012년도 자료를

등의 부재, 불리한 일사조건 등을 가지고 있는 서

활용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울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서울연구원, 2013;

보급에 불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

이동성 외, 2015). 그리고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보

자치단체 수준에서 가장 활발히 신재생에너지 정

급의 지역 간 격차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목적 중

책을 실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나인 에너지 분권화1)에 위배되는 결과일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은 변수 선정을 위해 문헌조사를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원전 하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으로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하

나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원전 하

였다. 실증분석에 활용한 종속변수는 태양광 발전

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시설 설치여부로써 명목척도이기 때문에 이항로짓

과 시민햇빛발전소 사업을 실시하여 서울시의 태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에너

하였다.

지 자급률을 높이고자 노력중이다. 미니태양광 설

1) 기존 대형 발전소 위주의 전력 생산과 공급 위주의 관리에서 실제 사용지역 인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수요관리 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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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진행되고 있다. 김정예(2009)는 정부의 R&D 지원
노력이 태양광 보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고, 서울연구원(2013)과 이동성‧문태훈(2015)는 신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태양광 보급과 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련된 정책, 입지, 시민의식 등으로 구분된다.

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들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한

치는 태양광 보급과 관련된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

가지 요인은 입지특성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고,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가장 밀접한

에 대한 투자는 자원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활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차액지원

입지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재경‧김성

제도(FIT, Feed-In Tariff)와 신재생에너지 의무

욱, 2016). 관련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할당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면,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이다. 정부가 일정기간동안 기준가격과 전력거래

들은 다시 지형적 특성과 환경·사회적 요인을 포함

가격의 차이를 지원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한 지역 특성 등으로 구분된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이

태양광의 발전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조량과 일조

를 통해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시장확대 측

시간, 고도 등 지형적 특성을 태양광 발전시설 입

면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Lipp, 2007; Rickerson

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고재

et al, 2007; Toke, 2007; 최인호, 2011). 반면

경‧김성욱, 2016; 박정일 외, 2012; 김호용, 2010;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

윤창열, 2010; 이지영 외, 2010). 그리고 지역의

생에너지를 의무공급토록 규제하는 신재생에너지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생태계 보호지역 및 군사보

의무할당제도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없고, 시장원

호지역 여부 등의 지역 특성들도 태양광 발전시설

리를 적용하여 비용절감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

입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을 가지고 있다(김태은, 2009; 김현제·김윤경,

였다(고재경‧김성욱, 2016; 박유민 외, 2012). 특

2009; 권태형, 2012). 그리고 이러한 신재생에너

히, 심정보 외(2010)는 태양광발전소의 최적입지

지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를 선정하기 위해 GIS를 활용하여 기상학적 요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Kwan(2012)는 발전차액지

과 지형학적 요인을 중첩시킨 주제도를 작성하고

원제도의 성격을 가진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 프로

각 지역의 등급을 나눠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

그램이 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리나라에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진 지역은 경북

다. 또한 Li and Yi(2008)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경주, 포항지역이었다. 반면, 서울권 지역은 도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모두 태양광발전시설

화로 인하여 개발의 한계가 있고, 대기오염과 같은

설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신재생에너지

기상학적 요인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소 입지로서

의무할당제도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상대적으로 부적합하였다. 박유민 외(2012)는 전

국내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태양광 보급

라도를 중심으로 기존의 태양광발전소의 입지 타

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당성을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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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부근에

에너지 시민성이 높아 사업에 참여하였기보다는

적합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적·사회적 영

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 때문에 사업에 참여

향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태양광전소 81곳 중 23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운 외(2010)는 주택부문

곳이 부적합한 태양광발전소로 나타났다. 즉, 지금

태양광 보급사업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설

까지 살펴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결정하는 지

문조사를 통하여 시민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결

형, 환경, 사회적 요인들은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

과, 시민들은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태양광 발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기대효과 및 영향력에 있

시설에 설치 대한 투자 유도 및 해당 지역의 태양

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태양광

광 발전시설 공급확대를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태양광 보급

발전시설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정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민의식과도 관련

책적 요인, 입지 요인, 시민의식 요인으로 구분된

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양광 발전시설

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을 설치를 유도하고 확대하는데 있어, 태양광 자원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여, 태

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양광 발전시설이라는 미시적인 공간단위를 분석하

다. 하지만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기타

고,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 연

에너지원보다 발전단가 및 투자비용이 높아 쉽게

구에서는 필지단위 자료를 가지고 해당 필지에 태

투자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에 태양광, 신재생에

양광 발전시설이 입지할 확률을 모색하였다. 즉,

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태양광과 신재

이 연구는 미시적 수준의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서

생에너지 보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울시 태양광 발전시설의 확대를 위한 실현가능한

(백종학 외, 2015; 이승지, 2011; 반영운 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

2010).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

별성을 가진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증가의 필요

펴보면, 이승지(2011)는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서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정부주도

울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형과 주민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정도 및 인식에 대해 사
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주도형 에너
지자립마을 주민들이 정부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Ⅲ. 분석의 틀

주민들보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적 가치와 사
회적 형평성, 민주적 절차 요소에 대해 보다 긍정
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1. 자료 수집 및 변수 선정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백종학 외(2015)는 서울
시 미니태양광사업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 및 사업

이 연구에서 활용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니태양광사업의 개

<표 1>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사업 참여자들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설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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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햇빛지도 웹사이트에서 시각화되어 있는

필지 단위로 추출하여 연속지적도에 부여하였다.

자료를 구득하기 위해 R을 활용하여 웹크롤링으로

이 중 인구밀도의 경우 국토통계지도에서 제공하

수집한 뒤 공간적인 중첩을 통해 각 개별 필지에

는 격차 단위의 인구밀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하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여부를 기록하였다. 해당 태

만 이 연구의 공간단위인 개별필지와 격차단위인

양광 발전시설 설치여부는 설치 업체 또는 설치자

인구밀도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개별필지의 중심

가 입력하여 업로드를 할 수 있으므로 최근 시점의

점과 격자의 중첩을 기준으로 인구밀도를 산정하

자료까지 구득이 가능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총

였다. 모든 격자의 크기가 100m×100m로 동일하

1,485건이다.

므로 인구수는 10,000㎡당 인구밀도이다.

독립변수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

다음으로 지형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각 필지

설 입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변수들

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수치표고모델의 값을 추출

을 우선적으로 추출하였고, 다중공선성 검사

하여 개별필지의 고도를 구성했다. 그리고 태양광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토대로 최종 선정

잠재량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햇빛지도를 활용하

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는 건축물 요인(건축

였다. 제공받은 자료는 각 건축물별로 태양광 잠재

물 노후도, 최고 층수, 총 연면적, 건축물 용도, 전

량이 산출되어있어 연속지적도를 통한 필지고유번

력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 지역 요인(인구밀도,

호(PNU)를 새로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필지별 연

공시지가), 지형적 요인(평균고도, 태양광 잠재량)

간 평균 태양광 잠재량을 구축 하였으나 원 자료의

으로 구분된다. 독립변수 추출과 관련하여 살펴보

갱신시점이 2012년인 한계점이 존재한다.

면, 개별필지 단위의 구축을 위해 건축물대장 표제

최종적으로 2017년 기준 약 95만 필지를 대상

부를 이용하여 각 건축물의 노후도와 용도, 층수,

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95만 필

총 연면적, 가스사용량, 전력사용량을 구축하였다.

지 중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필지는 1,500필

이 가운데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용 건축물을 별도

지로 약 전체 필지중 약 0.1%에 불과하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필지에 인접

로 추출하여 표기된 용도를 기준으로 주거와 비주

한 필지를 추출하여 비교군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거용 용도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공간정보가 누락된 필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지역 요인의 경우 인구밀도, 토지가격을 개별
<표 1> 자료의 출처와 측정방법
구분

변수

종속변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여부

서울시 햇빛지도 웹크롤링

건축물 노후도(년)

국토교통부 세움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요인

지역 요인
지형적 요인

출처

측정방법
필지 내 건축물의 평균

최고 층수(층)

국토교통부 세움터 건축물대장

필지 내 최고 층수

총 연면적(㎡)

국토교통부 세움터 건축물대장

필지 내 연면적 합

건축물 용도(주거/비주거)

국토교통부 세움터 건축물대장

더미(주거=1, 비주거=0)

도시가스 사용량(Kwh)

국토교통부 세움터 전력사용량

연간 도시가스사용량 합계

전력 사용량(Kwh)

국토교통부 세움터 전력사용량

연간 전력사용량 합계

인구밀도(명)

국토통계지도 인구 통계

10,000㎡당 인구

토지가격(만원)

국가공간정보포털 토지특성조사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평균고도(m)

국가공간정보포털 수치표고모델

필지 중심점의 고도

태양광 잠재량(Kwh)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정보공개청구

필지 태양광 잠재량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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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기초 통계량

구(57개)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용산구(17개)이
다. 서울시 자치구에는 대략 20~50개의 태양광 발

다음 <표 2>는 활용한 자료들을 요약한 기술통

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이다. 먼저 최종적으로 활용된 분석 자료는 총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용 건축물이 약 66.2%로

15,486건이고, 이중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필

비주거용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는 972개이며 해당 필지에 연접한 필지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필지의 경우 비주거용

14,514개이다.

건축물의 비중이 74.7%로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분석대상 필지의 자치구별 공간적인 분포를 살

설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펴보면 광진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

토지가격은 평균 357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평

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필지가 가장 많은 곳은 성북

균인 322만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 2>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단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년

15486

25.50

13.41

0

87

최고 층수

층

15486

3.82

3.67

1

123

총 연면적

㎡

15486

5,059

35,473.1

45

2,237,346

연간 가스사용량

Kwh

15486

367,207

8,267,053.6

0

795,369,529

연간 전력사용량

Kwh

15486

195,257

1,871,871.8

0

113,754,002

개별공시지가

㎡/원

15486

3,571,473

2,894,838.1

0

46,100,000

노후도1)

독립변수

종속변수

고도

m

15486

32.8

22.0

0

255

인구밀도

명

15486

296.4

216.7

0

2,128

태양광 잠재량

Kwh

15486

1,168.1

184.4

223

1,679

건축물 용도

주거
10,254

비주거
5,232

태양광 설치여부

설치
972

미설치
14,514

주1) 신축 1년 미만 건축물의 경우 0으로 표기
<그림 1> 자치구별 태양광 발전시설 분포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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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exp  

이는 표본추출로 인해 사례 대상필지들이 건축물
이 존재하는 필지들로 한정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

<식 1>

다. 해당 필지의 연간 태양광발전 총량을 나타내는
연간 태양광 발전 기대량은 필지별로 다소 차이가

식(1)에서   과   은 추정될 모수를 나타낸다.

있으나 평균 1,168Kwh정도로 나타났으며 필지

그리고  는 독립변수들을 나타낸다. 이항로짓모형

별,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에서는 오즈비(Odds Ratio)에 대한 부분이 중요

연면적, 전력 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은 건축

하다. 오즈비는 이항로짓모형의 분석결과 값을 쉽

물이 속해있는 필지별로 합산을 했기 때문에 아파

게 해석할 수 있게 변환해준다. 오즈비에 대한 식

트 단지와 같은 대규모 건물군의 경우 최대치가 높

은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독립변수의 경우 수치의 척


 exp        

  

도와 상대적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시된 각 변

<식 2>

수의 값을 표준화하여 척도를 일치 시키는 과정이
이항로짓모형의 분석결과를 오즈비를 통해 해

필요하다. 따라서 변수 표준정규화를 통해 모형의

석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독립변수  가

척도를 통일하고 분석과정에서는 표준화된 자료를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배 만큼 증가한다고 해

사용하였다.

석된다. 만약  값이 0이라고 가정하면,   의 값은
1이 되고,  의 변화에도 발생확률은 변화하지 않
게 된다.

Ⅳ. 분석결과
2.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
1. 분석방법 - 이항로짓모형

<표 3>은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도출한 실

이 연구는 어떠한 요인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

증분석 결과이다. 이항로짓모형에서 모형 적합성

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종속변

은 일반적으로 우도비(Likelihood) 값을 활용한

수로 건물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여부를 0과 1로

다. 이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표 3>에서와 같이

표현하여 활용하였다.

우도비 값이 1370.871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종속변수가 0, 1 등 이분형으로 구성되
어 있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회귀모형이 아닌 이항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

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활용하는 것이

면, 먼저 건축물 요인의 경우 도시가스 사용량을

통계적으로 적합하다(Hosmer et al., 2000). 이항

제외한 건축연도, 층수, 연면적, 건축물 용도, 전력

로짓모형은 사건의 발생확률을 예측하는데 사용되

사용량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 다음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구체적으로 층수가 높은 건물일수록, 연면적이 큰
건물일수록, 전력 사용량이 많은 건물일수록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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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결과
구분
Intercept

건축물 요인

Estimate

Wald
Chi-square

Odds ratio

Pr > Chisq

-2.018***

1592.683

-

<.0001

건축물 노후도

-0.564***

169.435

0.569

<.0001

최고 층수

0.303***

64.370

1.354

<.0001

총 연면적

0.066***

6.743

1.068

0.009

건축물 용도
(주거: 1, 비주거: 0)

-2.071***

542.440

0.126

<.0001

도시가스 사용량

0.022

1.200

1.023

0.273

전력 사용량

0.102***

6.601

1.108

0.010

토지가격

-0.116***

12.708

0.890

<.0001

인구밀도

-0.098***

6.712

0.906

0.009

고도

0.100***

9.108

1.106

0.002

태양광 잠재량

0.211***

34.895

1.235

<.0001

지역 요인
지형적 요인

Likelihood

1370.871

<.0001

Score

1545.433

<.0001

Wald

1031.901

<.0001

* P < 0.1, ** P < 0.05, *** P < 0.01

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곳보다 크기 때문에 태

연구들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결정하는

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

중요요인 중 하나가 태양광 효율이라고 주장하였

다. 반면, 건축연도가 높은 오래된 건물일수록, 주

다(고재경‧김성욱, 2016; 박정일 외, 2012; 김호

거용 건물일수록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확률

용, 2010; 윤창열, 2010; 이지영 외, 2010). 이와

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 건물에

비슷한 맥락으로 건축물의 층수가 높고, 연면적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노력보다는 신축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용량이 큰 태양광 발전시

물을 건설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을 함께 설치

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이 아닌

이러한 입지를 선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공공건물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물일수록 태양광

전력사용량이 많은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

발전시설 설치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직까지

률이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

민간에 대한 태양광 보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석이 가능하다. 먼저.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전

는 것으로 판단된다.

력사용은 상대적으로 더운 곳에서 사용량이 증가

다음으로 지역 요인을 살펴보면, 토지가격과 인

하는 경우가 많다(이동성‧문태훈, 2017). 그리고

구밀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토지

이러한 곳은 태양광 자원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

가격과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태양광 발전시설이

을 가능성이 높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률이 커

설치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가지 원인으로는 태양

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비용에 많은 영향을 미

광 발전시설 설치의 효과 중 하나인 전기가격 감축

치는 변수로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전력사용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가격을

를 좌우할 수 있다. 또한 인구밀도 변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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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가용 토

수록, 연면적이 큰 건물일수록, 전력 사용량이 많

지량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

은 건물일수록 그리고 최근에 건설된 건물일수록,

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비주거용 건물일수록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설치의 입지를 결정할 때, 가용 토지가 많고, 상대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 요인의 경우

적으로 저렴한 곳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토지가격과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태양광 발전시설

라서 현재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의

이 설치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무할당제도는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높고, 토지

막으로 지형적 요인의 경우 높은 고도에 위치한 건

가 부족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축물일수록, 태양광 잠재량이 많은 건축물일수록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울연구원, 2013; 이동성 외, 2015).

타났다.

마지막으로 지형적 요인을 살펴보면, 고도와 태

이 연구는 개별필지 단위를 대상으로 미시적인

양광 잠재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수준에서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 값을

났다. 구체적으로 높은 고도에 위치한 건축물일수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록, 태양광 잠재량이 많은 건축물일수록 태양광 발

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정

전시설이 설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러한 결과는 앞선 건축물 요인 중 층수, 연면적 등

먼저 분석결과를 통해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시

의 분석결과와 같이 태양광 발전효율이 태양광 발

설 입지는 태양광 발전 효율이 높은 곳, 그리고 비

전시설 설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주거용 건물, 토지가격 및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

결과라고 판단된다.

집중되어 설치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
치에 있어 태양광 보급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태
양광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목적 중 하나

Ⅴ. 결론 및 제언

는 에너지 분권화의 실현이다. 서울시는 기타 지자
체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신
이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보

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하

급이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

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서울시의 신재생에너

로써, 서울시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처

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 및 서

럼 서울시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격차가 나

울시에서 제공하는 햇빛지도를 토대로 태양광 발

타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목적인 에너지 분권화

전시설 설치 여부 자료를 구축하고, 이항로짓모형

실현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

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서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항로짓모형을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는 다음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마련과 더불어

과 같다. 건축물 요인의 경우 층수가 높은 건물일

지역별 차별화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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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요인들을 서로 비교한다면, 보다 풍부한

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차등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신규 건축물에 대
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들에도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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