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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중

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가 미래의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토의정

서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

이는 노력이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적

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되

어 왔던 화석에너지원은 유한하며, 편중되어 분포

하고 있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해왔기 때문

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 시

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원자력이 대체 에너지원으

로 많이 주목받고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일

본 원전 폭발 사건과 과거 체르노빌 원전의 방사

능 유출 사건 등 원자력 이용의 환경적인 부작용

이 확인되면서 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을 줄이거

나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일환으

로 세계 여러 나라는 석유, 석탄, 원자력 등을 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2012(437~455)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소의  

기존 입지 타당성 평가 및 지속가능한 입지 제안

박유민*·김영호**

*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

요약 :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각종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으며, 기존 시설의 입지 타당성 평가와 지속가능한 입지 모색이 요구되었다. 현재까지 환경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소의 입지 선정 연구는 미미하며, 기존 시설을 평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도에

서 환경·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입지를 제안하고, 현존하는 시설의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크리깅(Kriging)과 네트워크분석법(Analytic Network Process; ANP)를 이용하였다. 네트워크분석법을 통해 

도출된 가중치로 모든 공간데이터를 통합하여 최적의 입지를 도출하고, 환경·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을 최적

지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부근에 적합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사회적 영

향을 고려한 최종 입지 적합도와 기존 시설의 위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총 81곳 중 23곳이 부적합한 태양광발전소로 판단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 갈등 및 환경문제를 방지하는 지속가능한 입지 선정이 가능할 것이며, 기존 입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태양광발전소, 지속가능한 입지, 크리깅, 네트워크분석법(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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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

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도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녹

색성장’ 정책을 주창하여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비

전을 세웠으며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을 발표하

였다(녹색성장위원회, 2009). 3대 전략 중 하나인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에서는 효율적 온

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

리나라는 석유 등의 에너지 자연자원이 나지 않아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

문에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계획에 신·재생에

너지 산업화 촉진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

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최

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2008년 기

준으로,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

기물을 이용하는 폐기물에너지가 약 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수력, 바이오

매스, 풍력, 태양광, 태양열, 기타 순으로 나타났

다(에너지관리공단, 2009). 그러나 국가에너지위

원회(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용은 

향후 폐기물에너지 중심에서 바이오에너지, 태양

에너지, 풍력 등 자연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폐기물과 수력의 증가율은 낮아

질 전망이다. 

본 연구는 자연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에너지를 

대상으로 한다. 태양광에너지는 1) 전국 어디나 간

단하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2) 고갈되지 않

는 무한정 에너지이고, 3) 원천에너지가 환경오염

을 유발시키지 않으며, 4) 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보급성장률과 높은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이

고, 5)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상의 

지역적 편차가 작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을 반영하듯, 일사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는 최

근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하고 있으

며, 특히 일사량에서 지역적 이점을 가지는 전라

도, 대구-경상북도에서 태양광 발전이 크게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설치

된 태양광발전시설이 오히려 환경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친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손형진·윤

소영, 2009). 주요 문제점으로는 산지의 난개발로 

인한 지형변화와 양호한 식생의 훼손, 토사유출, 

경관 파괴, 시설에서 발생하는 열과 소음으로 인

한 가축의 폐사 등이 지적된다(박정일, 2011). 이
러한 문제점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가장 많이 설

치되어 있는 전라남도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권영

한 등, 2008; 안세웅 등, 2011). 첫째, 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

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 없

이, 경제적 논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입지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한정된 토지 자원과 높은 산림비율(70%)을 꼽을 

수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태양 전지판의 설치를 

위해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시설 설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45% 가량이 지가가 저렴한 산지에 설치되었다. 셋

째, 시설의 입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았다. 최근 태양광 산업이 크게 주목 받

으면서 태양광 발전소의 유치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사

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입지 적합성의 미흡한 

조사로 인해 기대에 못 미치는 발전량으로 투자가 

중단되기도 하며, 환경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시설이 발생

하고 있다.    

상기한 문제점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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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이다. 가용한 면적이 넓은 

외국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평지에 주로 건설되기 때문에(권영한 등, 

2008)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건설되는 태양광발전 시설은 우리나

라의 특성을 잘 반영한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환경

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갈등요소를 줄이는 

동시에 태양광에너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현존하는 태양광발전소의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여 기후·지형·인문·환경

적 측면에서 부적합한 입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발전소 입지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태양광발전소의 최적지를 계량적

으로 분석한 국내연구(김호용, 2010; 이지영·강

인준, 2010; 심정보 등, 2010; 윤창열, 2010; 박정

일, 2011)는 많지 않으며 근래에 들어서야 시작되

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축의 피해1)나 

인근 주민들의 피해2), 환경 파괴 등의 환경적 사회

적 영향은 분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존하는 

태양광발전소의 입지가 타당한가에 대해 공간적·

계량적으로 평가한 국내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

지 않는다. 부적합한 기존 입지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시급한 만큼, 기존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태양광발전소의 입지

연구가 기후요인이나 지형요인 등에 초점을 둔 것

에서 나아가, 환경·사회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연구 결과

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태양

광 발전소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전라도를 대상으

로 하며, 세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기후, 지형, 인문, 환경·사회적 요인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현재 전라도에서 운영 중

인 태양광발전소가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많은 태양광발전

소들이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발전효

율이 떨어지거나,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권영한 등, 2008; 
이희선 등, 2009; 손형진·윤소영, 2009; 이상훈·

전의찬, 2009; 김지용 등, 2011). 따라서 기존 태

양광발전소 입지의 공간·환경적 평가를 통해, 환

경 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

다.

둘째, 적합한 자연적 인문적 요인을 갖추면서 

동시에 환경·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최적 입지를 제시한다. 태양광발

전소는 입지에 따라서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좌우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전 적합한 입지 선정

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는 태양광발전

소의 지속가능한 입지를 제안함으로써 투자의 효

과를 극대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으로 친

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도모한다. 

셋째, 태양광 발전의 입지 선정 및 평가와 관련

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태양광발전과 관련하여 많

은 입지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간·환경 정보

를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공간의사결정에 반영하

는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nalytic Network Process(ANP) 방법론

을 제시하고자 한다. ANP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

과적인 태양광발전소의 입지 선정을 도모하며, 객

관적인 입지 타당성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연

구지역과 분석기준(태양광발전소 입지 선정을 위

한 평가 기준 및 평가요소)을 설명하고, 3장에서

는 연구방법을, 4장에서는 이용데이터와 적합성 

분류 기준을 설명한 후, 가중치를 산출하여 결과

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연구

의 한계점을 제시하면서 연구를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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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및 분석기준

본 연구는 전라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전라

도는 일사량이 매우 풍부하여 태양광발전소가 입

지하기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해 있다. 그

러나 지금까지 전라도의 기존 태양광발전소는 면

밀한 사전조사 없이 산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경우가 많아 각종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

다(김지용 등, 2011)(주 1, 2). 따라서 이러한 문제

를 안고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하며, 새로운 발전소 설치 시 기존의 환경적 사회

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입지 모색이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Aran et al., 2008; 
심정보 등, 2010; 윤창열 등, 2010; 이지영·강인

준, 2010)들을 참고로 하여 태양광발전소의 입지

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후, 지형, 인

문, 환경·사회의 네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표 

1). 기후 기준과 관련하여 기상청은 태양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의 최적지 선

정 시 ① 일사량 ② 일조시간 ③ 강수량 ④ 강수일

수 ⑤ 강수지속시간 ⑥ 평균기온 ⑦ 평균 최고기

온 ⑧ 평균 최저기온 ⑨ 운량 ⑩ 상대습도 ⑪ 안개

일수 ⑫ 황사일수 ⑬ 연무일수 ⑭ 박무일수의 총 

14가지 기상요소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소 중 대표적 기후요소로 일사

량, 평균기온, 강수량, 습도, 전운량을 기후기준으

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후요소들은 자료의 취득

과 가공이 용이하며, 태양광 발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표성이 충분한 기후요소로 

평가된다. 지형기준은 경사도, 향으로 구성하였

다. 경사도와 향은 태양광과 관련하여 태양의 남

중고도(수평선과 태양 사이의 각도) 및 태양의 방

향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선정

되었다. 인문기준은 토지매입비(표준지 공시지

가)이다. 토지매입비는 비교적 넓은 지역을 필요

로 하는 태양광발전소의 설치 시,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리고 환경·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국토환경성평가 등급, 축

사 시설과의 이격거리,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거

리를 환경·사회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환경·사회

기준을 통해 환경이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은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부적합한 지역

으로 간주하고 최적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

며, 기존 입지의 환경·사회적 영향 평가기준으로 

이용하였다. 

3. 연구방법

1) 크리깅 기법(Kriging)

크리깅(Kriging) 기법은 미관측 값을 주위의 관

측 값들의 가중선형조합으로 추정하는 대표적인 

공간보간법이다. 공간적 자기상관을 반영하는 배

리오그램(variogram)과 이 배리오그램을 함수화

표 1. 태양광발전소 입지 기준 및 요소

기준 요소

기후기준

1. 일사량

2. 평균기온

3. 강수량

4. 습도

5. 전운량

지형기준
1. 경사도

2. 향

인문기준 1. 토지매입비(표준지 공시지가)

환경·사회기준

(제외기준)

1. 국토환경성평가 등급

2. 축사 시설과의 이격거리

3.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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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적 배리오그램 모델을 이용한다. 배리오그

램은 공간상에 위치한 두 지점 간의 값의 차이를 

제곱한 것에 대한 기댓값을 거리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Cressie, 1993; Bailey and Gatrell, 
1995; O’Sullivan and Unwin, 2010). 이 배리오그

램은 이산적 데이터인 관측 값만을 이용한 것이므

로, 미관측 지점의 값을 알기 위해서는 관측 값으

로부터 계산된 배리오그램을 모든 분리거리에 적

용 가능한 일반화된 이론적 배리오그램으로 표현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론적 배리오그램 모델

은 대표적으로 구형모델(spherical model), 지수

모델(exponential model), 가우시안모델(Gaussian 
model)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평가요소마

다 RMSE(Root Mean Square Error)가 최소가 되

는 모델을 이용하였다.         

이론적 배리오그램을 기초로 하여 크리깅 기법

을 적용하면 공간적 보간을 위한 가중치를 계산

하여 미관측 값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크리깅의 여러 종류 중 정규크리깅(ordinary 
kriging)을 이용하였다. 정규크리깅 기법은 추정

값의 오차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추정값에 체계적

인 편향(systematic bias)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공

간적 보간법에 비해 추정값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

난다는 장점이 있다. 

2) 네트워크 분석법(Analytic Network 

Process; ANP)

네트워크 분석법(Analytic Network Process; 
ANP)은 의사결정 참여자의 의견을 정량화하여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하는 계

층적 의사결정 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의 일반화된 확장 모델이다(Saaty, 2001). 
AHP는 모든 요인들이 상호 독립이라는 전제하에 

쌍대비교를 수행한다. 그러나 많은 의사결정문제

들은 요인들 간 서로 종속적이거나 상호작용이 있

기 때문에, AHP의 전제는 왜곡되며 잘못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Saaty, 2001). 네트워크분

석법(ANP)은 이러한 AH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한 대안으로, 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의

그림 1. 기준 및 요소들 간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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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문제를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보

다 확장된 형태를 제시한다. 즉, 요인들 간의 내·

외부 상호 종속성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피드백 

효과도 고려하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분석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된

다. 

(1) 문제의 군집 형성 및 네트워크화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기준과 평가 요소를 각각 

기준집합(cluster), 요소(node)으로 표현하여 계

층을 구성한 다음, 기준 및 요소 간 상호 종속성

(node comparison)을 파악한다. 상호종속성은 관

련분야의 문헌을 통해, 혹은 전문가의 토의나 설

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 쌍대비교 및 일관성 검증 

기준들과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쌍대비

교를 통해 평가한다. 위 과정에서 설정한 네트워

크 구조를 바탕으로, 각 기준 내 요소들 간의 쌍대

비교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에 속한 요소들끼리의 

쌍대비교도 수행한다.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이용

하여 각 기준들과 요소들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데, 중요도가 높으면 높은 값을,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질 경우 역수의 값으로 표현되며 1은 중요도

가 동일함을 의미한다. 단, 쌍대비교에 근거한 중

요도 및 가중치 산정은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므

로 평가자가 생각한 우선순위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응답하였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

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와 일관성비율

(Consistency Ratio; C.R.)의 확인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Saaty(1995)가 제시한 기준대로 일관

성지수가 0.1 이하이고 일관성비율이 10% 이하인 

답변들만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유효 답변으로 

보고, 기하평균으로 취합하며 나머지는 제외한다. 

일관성지수와 일관성비율의 식은 다음과 같다. 

C.I.= 
λmax-n

n-1

C.R.= 
C.I.

Random Consistency Index

여기서 λmax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쌍대비

교 행렬에서 추출한 고유치(Eigenvalue)의 최대값

에 해당한다. Random Consistency Index(R.C.I.)
는 1부터 9까지의 정수를 랜덤으로 추출하여 행

렬의 대각선 상단에 작성하고 대각선 하단에는 그 

역수를 취하여 작성한 후 이 행렬을 토대로 구한 

C.I.값을 의미한다. 

(3) 초기슈퍼행렬(unweighted 

super matrix) 및 가중슈퍼행렬

(weighted super matrix) 작성 

초기슈퍼행렬은 네트워크 구조에 따른 요소들 

간 쌍대비교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다. 네트워크

의 성분이 Ch(h=1, 2, ..., m)이며, 각 성분이 nh개 

요소를 가질 때, 이를 eh1, eh2, ..., ehmh로 나타낼 수 

있다. 슈퍼행렬에서 Wij의 각 열은 네트워크의 j
번째 성분에 있는 한 요소에 대한 i번째 성분에 있

는 요소들의 영향을 나타내는 주 고유벡터이다. 

이 초기슈퍼행렬이 수렴값을 갖기 위해서는 각 열

의 합이 1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각 열의 합을 구

하고 합을 다시 1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가중슈퍼

행렬을 구할 수 있다. 가중슈퍼행렬은 초기슈퍼행

렬에 기준집합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쌍대비교를 통해 도출된 기준집합의 가중치를 초

기슈퍼행렬에 곱함으로써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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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한슈퍼행렬(Limiting Super Matrix) 

작성 및 요인들의 가중치 산출

가중슈퍼행렬을 극한으로 수렴시키기 위해 무

한 역승하면 각 행의 값이 일정한 값으로 도출되

는데, 이것이 극한슈퍼행렬이다. 극한슈퍼행렬의 

극한값은 요소들 간의 상호종속성이 수렴하게 되

어 종속성을 인정한 가중치, 즉 각 요소들이 지니

는 최종 중요도를 의미한다.    

4. 연구과정

1) 이용 데이터

(1) 기후기준(그림 2)

전라도의 일사량 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전국 일

사 관측 22개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한 자료를 이

용할 경우, 전라도에 속한 관측 지점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전라도의 일사량을 구하기 위해 해

상도 30m by 30m의 DEM자료를 바탕으로 Solar 
Radiation Analysis Tool(Rich et al., 1994; Fu and 

Rich, 2000; 2002)을 이용하여 월 간격으로 측정

된 2010년도 일사량을 계산하였다. 일사량은 대

상지가 위치한 위도(latitude) 및 대상지와 태양 사

이의 수평각과 수직각에 의해 결정된다. 전라도

의 평균 위도는 북위 35.08도였으며, 전라도의 향

(aspect)과 경사도(slope)는 각각 수평각과 수직각

을 계산하는데 이용되었다. 일사량은 값이 높을수

록 태양광 발전소 입지에 유리하다.  

평균기온, 강수량, 습도, 전운량은 일사량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기후요인이다. 먼저, 평균기온은 

태양광 에너지 생산의 효율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

한 고려 요인이다. 기온이 높은 지역은 일사량 확

보에는 유리할 수는 있으나 전력 생산량 측면에서

는 태양광발전소의 발전 모듈의 온도가 높아져서 

에너지생산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박정

일, 2011).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인 실리콘 태양전지는 온도가 100°C를 넘어

서면 작동에 문제가 생기며 200°C 이상에서는 완

전히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사량이 높으면서 

동시에 태양광 모듈의 표면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지표온도가 낮게 유지되는 기상학적 조건을 갖춘 

지역이 최적의 부지가 되며, 최적 기온은 25도 내

외이다(권영한 등, 2008). 강수량과 습도 및 전운

량은 일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공기가 건조할 때는 태양에너지의 85%가, 습

윤할 때는 75%가 지표에 도달한다. 따라서 이 요

소들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곳일수록 일사량 확보에 

유리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평균기온, 강수량, 습도, 전운량의 데이터 구축

을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전라도의 15개 기상

대의 관측치를 기준으로 크리깅을 적용하였다(cell 
size 30m by 30m). 크리깅은 적합한 이론적 배리

오그램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며, 

래그의 크기(lag distance)에 따라서도 결과값이 달

라질 수 있다. 래그의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비어있는 래그 구간이 많아지거나 구간 내 표본 

개수가 구간의 평균을 대표하기에는 너무 적을 수 

w= 

Wij= 

e11e12…e1n1
   e21e22…e2n2

   …   em1em2…emnm

C1     C2      …      Cm

e11
e12

…e1n1
   
e21
e22

…e2n2
   
…
   
em1
em2
…

emnm

C1     

C2      

…      

Cm

W11    W12     …     W1m

W21    W22     …     W2m

⋮      ⋮      ⋮⋮⋮      ⋮

Wm1     Wm2     …     Wmm

wi1j1    wi1j2     …     wi1jnj

wi2j1    wi2j2     …     wi2jnj

⋮      ⋮      ⋮⋮⋮     ⋮

winij1
    winij2

     …     winij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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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Johnston et al., 2001). 적합한 래그의 크기는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Johnston et al.(2001)은 경

험에 근거한 규칙으로, 래그의 크기와 래그의 개

수를 곱한 값이 샘플 간의 최대 거리의 반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기상대 간의 최대 거리는 약 190km였

으며, 래그 크기와 래그 개수를 곱한 값이 절반 거

리인 95km를 초과하지 않도록 래그 크기를 5km, 

래그 개수를 17개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기

후요인마다 교차검증(cross-validation)을 수행하

여 RMSE(Root Mean Square Error)가 최소가 되

는 이론적 배리오그램 모델을 선정하여 크리깅을 

수행하였다(표 2). 평균기온은 RMSE값에 근거

할 때 지수모델(Exponential model)이 가장 정확

도가 높았으며, 강수량은 가우시안 모델(Gaussian 
model), 습도는 구형 모델(Spherical model), 전운

량은 지수모델이 가장 정확도가 높았다. 

(2) 지형기준(그림 3) 

지형기준은 경사도와 향으로 선정하였다. 일반

적으로 태양광발전소는 경사도 10도 이내의 지역

에 설치된다(권영한 등, 2008). 전라남도의 ‘태양

광발전소 허가처리지침 예규’에는 토사유출을 방

지하기 위해 경사도 15~25도 범위 내에 설치할 것

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25도 이내의 경사도에 

설치하는 것이 토사유출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

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은 일사량이 

많은 남향이 가장 적합하며 북향이 가장 부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두 요인 모두 해상도 30m by 

30m의 DEM데이터를 이용하여 ArcMap 9.3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경사도는 Slope Analysis, 
향은 Aspect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인문기준(그림 4)

태양광발전소 입지를 위한 인문기준은 토지매

입비가 이용되었다. 태양광발전소는 사업 자금 문

제로, 주로 중소 태양광발전 업체들보다 대형 업

체들이 대규모로 건설한다. 따라서 넓은 부지 확

보를 위해서는 토지매입비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 토지매입비는 ㈜ GIS United(http://www.

gisutd.com/GU)에서 제공하는 점 기반 표준지공

시지가(2011) 자료3)를 크리깅으로 보간하여 전라

도 전 지역의 값을 추정하였다. RMSE가 가장 낮

은 지수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지도화한 결과는 그

림 4-1과 같다. 

(4) 환경·사회기준(제외기준)

환경·사회기준(제외기준)에는 국토환경성평

가 등급, 축사 시설과의 이격거리, 주거 밀집지역

과의 이격거리가 해당된다. 국토환경성평가 등급 

데이터는 환경부의 2008년도 국토환경성평가지

도(이용 가능한 최신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

토환경성평가지도는 보전용도지역 등과 환경·생

태가치 등의 65개 환경관련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전국을 5등급으로 분

류한 지도이다.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여 환

경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부적절한 입

지선정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표 2. RMSE에 기반한 각 기후요소의 배리오그램 정확성 평가

Variogram 
RMSE (Root Mean Square Errors)

평균기온 강수량 습도 전운량

Spherical 0.865 75.850 1.777 0.325

Exponential 0.851 87.330 1.874 0.308

Gaussian 0.860 73.600 1.786 0.314



445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소의  기존 입지 타당성 평가 및 지속가능한 입지 제안

그
림

 2
~

4
. 
태

양
광

발
전

소
 입

지
 선

정
을

 위
한

 평
가

요
소

2-
1)
 일

사
량

; 
2-

2)
 평

균
기

온
; 
2-

3
) 
강

수
량

; 
2-

4
) 
습

도
; 
2-

5
) 
운

량
; 
3
-
1)
 경

사
도

; 
3
-
2)

 향
; 
4
-
1)
 토

지
매

입
비

2-
1.
 일

사
량

2-
5
. 
운

량
3
-
1.
 경

사
도

3
-
2.

 향
4
-
1.
 토

지
매

입
비

2-
2.

 평
균

기
온

2-
3
. 
강

수
량

2-
4
. 
습

도



박유민·김영호446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등급과 2등급에 해당되

는 지역은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지 대

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축사시설은 한국축산연감(2003)4)의 부록에 수

록되어 있는 축산주소록에서 주요 축산 농가 및 

축산 단지(한우, 돼지, 닭)의 주소를 지오코딩하여 

포인트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축사시설로부터 태

양광발전소가 가축에 열과 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이용하는 데이터 유

형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농가 및 단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축사시설 포인트로부터 1km 이내에 해

당하는 지역을 제외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는 ㈜ GIS United 

(http://www.gisutd.com/GU)에서 제공하는 주거

인구 데이터5)로부터 밀도 분석을 통하여 구축하였

표 3.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의 세부 내용

1등급 절대보전지역
- 영속적, 최우선적 환경 보전지역

- 원칙적으로 개발 통제

2등급 상대보전지역 - 원칙적으로 개발 제한(예외적으로 부분적 허용)

3등급 완충지역

- 보전에 중점을 두나, 개발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조건부 개발 허용

- 개발 이전, 환경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개발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4등급 소극적 개발가능지역
- 이미 개발되고 있는 지역(친환경적 개발 추진)

- 개발을 허용하나 부분적으로 보전지역으로 관리

5등급 적극적 개발가능지역 -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적 이용

그림 5. 환경·사회기준(제외기준)

5-1) 국토환경성평가지도(환경부 제공); 5-2) 축사시설로부터 1km 이내 구역; 5-3) 주거밀집지역

5-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5-2. 축사시설로부터 1km 이내 구역 5-3. 주거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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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구 수를 속성으로 갖는 포인트데이터를 대

상으로 거리 가중 값을 반영하는 kernel 밀도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고, 이때 탐색 반경은 5000m, 단

위면적은 km2로 설정하였다.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적정 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보상비 등의 문

제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사회

적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이다. 

2) 지도화 및 적합성 분류

위의 모든 기준 및 요소들을 결합하면 다양한 

입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최적의 태양광

발전소 입지를 분석할 수 있다. 분석 및 시각화는 

ArcMap 9.3을 이용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는 입

지 적합성에 따라 ① 매우 적합 ② 적합 ③ 보통 ④ 

미흡 ⑤ 부적합의 5등급으로 재분류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적합성 등급의 기준은 전문가의 의

견과 문헌정보를 반영하거나 등간으로 분류한다

(Ceballos-Silva and Lopez-Blanco, 2003; Aran et 
al., 2008). 또한, 연구자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각 요인의 등급 선정은 경험에 의

한 구분일 수 있다(김태준·이근상, 2006). 표 4은 

각 데이터의 입지 적합성 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일사량과 평균기온, 강수량, 습도, 전운량은 등간

으로 구분하였다. 토지매입비는 낮은 값이 많아 

등간으로 구분할 경우 높은 값의 구간에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값

의 분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Natural Jenks로 

분류하였다. 그 외 데이터(경사도, 향)는 전문가

의 의견과 문헌 정보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권영

한 등, 2008; 전라남도의 ‘태양광발전소 허가처리

지침 예규’). 환경·사회기준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지역으로 분석되므로 적합성 

등급 선정대상에서 생략하였다.

3) 기존 입지 평가 및 최적지 선정

데이터의 통합은 ArcMap9.3의 Raster Calcula-
tor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각각의 데이터에 대

한 가중치는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ANP 설문은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기후연구소 

전문가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표 5는 요인들 간의 

쌍대비교 결과로 도출되어 일련의 ANP 분석 과정

을 거친 극한 슈퍼행렬을 나타낸다. 극한 슈퍼행

표 4. 입지 적합성 등급

기준

적합성 등급 
일사량 평균기온 강수량 습도

매우적합 5596.02 이상 11.09 이하 1194.77 이하 69.89 이하

적합 4690.38~5596.01 11.10~11.78 1194.78~1264.44 69.90~71.48
보통 3784.74~4690.37 11.79~12.47 1264.45~1334.11 71.49~73.07
미흡 2879.10~3784.73 12.48~13.16 1334.12~1403.78 73.08~74.66

부적합 2879.09 이하 13.17 이상 1403.79 이상 74.67 이상

기준

적합성 등급 
전운량 경사도 향 토지매입비

매우적합 4.90 이하 25.00 이하 남, 남동, 남서 120.00
적합 4.91~5.10 25.01~37.17 평 120.01~15,677.88
보통 5.11~5.30 37.18~ 49.34 동, 서 15,677.89~467,93.65
미흡 5.31~5.50 49.35~61.51 북동, 북서 467,93.66~124,583.05

부적합 5.51 이상 61.52 이상 북 124,583.0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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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에서 도출된 극한값을 기준집합(cluster) 가중치

로 정규화하여 나타낸 요소들의 최종 가중치는 다

음의 표 6으로 요약된다. 일사량이 가장 높은 가중

치를 나타내며, 전운량, 토지매입비, 향, 강수량, 

습도, 경사도, 평균기온 순의 가중치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중치를 근거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여 기

후·지형·인문 요인의 최종 적합도를 작성한 후

(그림 6), 이 적합도에 각종 환경적 사회적 영향 요

인들을 제외요인으로 적용하였다(그림 7). 국토환

경성평가 등급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1등급 지역

(절대보전지역)과 2등급 지역(상대보전지역), 그

리고 축사시설로부터 1km 이내 구역, 주거 밀집

지역을 환경적 사회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지역

이라 판단하고 제외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세 가지 

제외요인 중 하나의 요인에라도 해당될 경우 부적

합지로 간주되어 제외 대상이 된다. 기후·지형·

인문 요인에 환경·사회적 영향까지 모두 고려하

여 최종적인 최적입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부근이 적합지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신안군과 군산시, 김제시에 태양광

발전소의 ‘매우 적합’지역이 많이 분포하였다. 실

제로, 군산시와 김제시에는 새만금간척지가 위치

하고 있는데, 새만금간척지의 태양광발전단지는 

경제성이 있으며(유권종, 2009), 전북 태양광산업

의 허브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8은 기존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소의 현황 지

도이다. 태양광발전소의 위치 정보는 네이버 검색

을 기초로 위성 영상을 통한 확인작업을 통해 획

득하였다. 태양광발전소 현황 데이터를 그림 7의 

최종 입지 적합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그림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총 81개 중 23개가 부적합한 태

양광발전소로 판단되었다. 축사 시설로부터 가까

이 있어 가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

는 6개였으며 국토환경성평가등급에서 환경적 가

치가 높은 지역에 속해있는 태양광발전소는 17개
였다. 또한, 기후지형·인문 요인에서 ‘매우적합’

이나 ‘적합’ 지역이 아닌 ‘보통’ 지역에 속하면서 동

시에 환경·사회적으로 영향이 줄 수 있는 제외지

역에 포함된 기존시설은 3곳으로, 이들은 장수군, 

해남군, 보성군 일대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 세 곳

은 전라도 내 입지한 가장 부적합한 발전소로 진

단되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부

표 5. 태양광발전소 입지 요소의 극한슈퍼행렬

Cluster Node Labels
세부평가요인(Sub-Criteria)

일사량 평균기온 강수량 습도 운량 경사도 향 토지매입비

세부 

평가 

요인

(Sub-
Criteria)

일사량 0.173478 0.173478 0.173478 0.173478 0.173478 0.173478 0.173478 0.173478
평균기온 0.027777 0.027777 0.027777 0.027777 0.027777 0.027777 0.027777 0.027777
강수량 0.062248 0.062248 0.062248 0.062248 0.062248 0.062248 0.062248 0.062248
습도 0.046873 0.046873 0.046873 0.046873 0.046873 0.046873 0.046873 0.046873
운량 0.128972 0.128972 0.128972 0.128972 0.128972 0.128972 0.128972 0.128972

경사도 0.031041 0.031041 0.031041 0.031041 0.031041 0.031041 0.031041 0.031041
향 0.084719 0.084719 0.084719 0.084719 0.084719 0.084719 0.084719 0.084719

토지매입비 0.111559 0.111559 0.111559 0.111559 0.111559 0.111559 0.111559 0.111559

표 6. 최종 가중치

일사량 평균기온 강수량 습도 전운량 경사도 향 토지매입비

0.260 0.042 0.093 0.070 0.194 0.047 0.127 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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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후·인문·지형을 고려한 입지 적합도

그림 8. 전라도 태양광발전소 현황

그림 7. 환경·사회적 영향을 추가로 고려한 최종 입지 

적합도

그림 9. 기존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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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6에 제시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라도에서 환경적 사회적 영향

을 고려하여 기존의 태양광발전소의 타당성을 평

가하고 새로운 지속가능한 입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태양광발전소가 오히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대

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학술적,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입지 계획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

을 최소화하는 입지를 제안함으로써 태양광시설

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시간 소

모, 개발의 지연, 보상 비용 증가 등을 막을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다각도

로 기존 입지를 평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발생

하고 있는 시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

표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갈등 해결에 기여할 것

표 7. 부적합한 기존 태양광발전소 위치

축사 시설 고려 시 

부적합한 태양광발전소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방교리 1002-4 동원태양광발전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59-15 수성이앤씨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40 양명태양광발전소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상포리 15-4 에스비에너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약수리 498 영광태양광발전소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290-20 청산태양광발전

국토환경성평가기준 고려 시  

부적합 태양광발전소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102 대신태양광발전소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산190 동원산업솔라파크태양광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산445 신안성환에너지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산125-1 신천쏠라에너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장춘리 산55 쏠라미1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장춘리 산94 쏠라미2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27 쏠라미4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오월리 산60-1 엔에이치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3 와이피피쏠라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산83-1 용암태양광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 산9-16 일신태양광발전소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낙동리 태양광발전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888-1 토탈에너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산4-1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안증도태양광발전소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상암리 산14-2 한양솔라파크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상발리 산197-1 해전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산14-3 흥양태양광에너지(유한)

기후, 인문, 지형, 환경사회 기

준의 종합적 고려 시 가장 부적

합한 태양광발전소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888-1 토탈에너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 산9-16 일신태양광발전소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3 와이피피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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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된다. 둘째, 미래의 대체에너지로 주목

받는 태양광에너지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태양

광발전소 설치 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지속가능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국토 이

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입지에 투자를 하게 됨

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

고 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미래의 잠

재성이 큰 태양광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화석 연료 고갈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인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국내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입지 

기준의 다양성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기존 연구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일사량, 평균기온, 강

수량, 습도, 전운량, 경사도, 향 등의 기후·지형 

요소뿐만 아니라, 토지피복, 국립공원, 상하수도 

보호구역, 축사 시설과의 거리(한우 농가 2km 이

내 구역) 등의 환경적 요인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기후·지형·환경 요소를 복합적이고 객관

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해내었다는 점에서 

지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이 연구는 데이터 획득의 제약으로 변전소의 위

치나 경관 영향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 인문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

는 변전소의 분포를 파악한다면 경제성을 갖춘 입

지 선정이 가능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소는 변전

소와 가까이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변전소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에 유리하므로 입지 

선정 시 변전소 위치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소가 경관 파괴의 원인이 

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차후 연

구에 경관영향도 고려한다면 환경적 악영향을 더

욱 최소화하는 입지 선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주

1)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된 후 기르던 

350마리의 돼지가 23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폐사한 사례

가 있다(연합뉴스, 2008). 또한, 태양광발전소 주변의 낮 

기온이 4월에는 4℃가량 높으며 여름에는 주변 온도가 더

욱 큰 폭으로 올라간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농민신문, 

2009). 전남 장흥에서는 태양광발전소에서 반사되는 빛과 

열로 인해 소 체중 증가율이 둔화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

원이 제기되었다(농민신문, 2009).  

2) 태양광시설이 마을의 중앙에 위치해 경관을 해치고 생활

에 불편을 주며(손형진·윤소영, 2009), 여름에는 유난

히 덥고 두통이 잦아졌다는 민원 사례가 있다(연합뉴스, 

2008). 

3) GIS United 사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지공시

지가 정보를 취합 후 본 사의 Geocoding Tool을 활용하여 

작성한 2011년 평균 공시지가 데이터로, 형태는 100m 단

위의 격자 중심점이다. 

4) 축사시설 주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할 때 가장 최신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2003년도 자료이다. 

5) GIS United 사에서 구축한 아파트, 빌라 등의 거주인구 밀

집시설물의 정보와 주택으로 추정되는 건물정보를 취합하

여 거주인구 수를 산정한 것으로, 데이터 형태는 100m 단

위의 격자 중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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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valuation and Suggestion of Photovoltaic Power Plant Locations 
based on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and Sustainability

Yoo Min Park* · Youngho Kim**

Abstract : Korea has recently constructed a number of renewable photovoltaic power plants in Jeolla prov-
ince as an effort to provide environment-friendly energy. However, several problems appeared in the pow-
er plant locations because they were not appropriately chosen ignoring social-environmental perspectives. 
Consequently, locations of both currently existing photovoltaic power plants require an social and envi-
ronmental evaluation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ppropriate photovoltaic power plants locations and 
evaluation of current photovoltaic power plants in Jeolla province. By presenting location analysis of pho-
tovoltaic power plants, this study would minimize environmental and social side effects regarding pho-
tovoltaic power plants. Kriging and Analytic Network Process (ANP) are applied as methodology. ANP 
generates correct weights in combining spatial data, so that the result would present optimal locations. 
In addition environmentally sensitive regions were excluded in the analysis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South and West coastal areas have a number of appropriate locations for photovoltaic power plants. In 
addition, evaluating currently running photovoltaic power plant locations, total 23 out 81 are turned out 
to be inappropriately locate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avoiding social and environmental con-
flicts in photovoltaic power plant locations and present criteria in evaluating photovoltaic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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