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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및 기관 소유 유휴공간 임차를 통한
태양광발전단지 구축 및 수익화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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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Building and Monetization of Solar Power Generation Complex through
Rental of Private and Institutional Idle Space
Tae-Won Seo*ㆍJe-Teak Woo**ㆍJae-Hwan Lee***
요 약
본 논문은 민간 및 공공 소유의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더 발굴하고 사례의 다양한 적용을 통해 효율성이
강화된 설비를 적용하여 발전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육상기반의 지상 발전부지의 부족 및 인허가 애로사항
을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사례로 연구하고자 한다. 구축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 요인의 도출과 요인별 가
변조건에 따라 경제적 가치와 수익성을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태양광발전소의 수익모델 후속 발굴 연구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한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on the optimum design space of solar power plant, application of efficiency improvement facility
using various examples, lack of power cost, lack of land development and difficulty of permission. We analyze economic
factors and profitability by deriving analysis factor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construction examples and variables
by applying efficient facilities that can utilize idle space of individuals and public more efficiently through variou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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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로 비즈니스 모델이 조성되고 있다. 지속적인 시공단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고 태양광발전
소의 급속한 보급 및 설비의 설계, 개발, 시공 및 유

가의 현실적 수준에서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비용
하락 효과와 장비의 성능 개선으로 인한 발전효율이
향상되었으며, 노후의 안정적 수익 기반 사업과 기업

지보수 등 산업 전반적인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
으며 이로인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은 상용발전 사업으

의 수익 다변를 위한 대규모 발전소 건립 등 장기적
이고 규모적인 비즈니스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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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지속적인 발전단가의 하락과 태양광 경기의 위
축에도 불구 중대형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주
차장 및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 등 기존과 다른 형태
의 임차 형 공간 활용을 통한 발전소의 건립도 추진
되고 있다[2-3].
그 중 최근 추진되고 있는 방식은 한정된 지상공간
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공장 및 대형 시설의 지붕과 구
조물 상단을 임차하여 패널을 시공하는 태양광 발전
소의 구축이 늘고 있다. 공장의 지붕, 물류센터나 창
고의 지붕, 주차장 및 공용시설의 지붕 등의 민․관
소유 및 국가산업단지의 유휴공간 임차를 통한 태양
광발전소의 최근 구축 현황과 적용 기술을 연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운영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4-6].
본 연구에서 향후 다른 형태의 임차 형 건물과 특
히, 민․관 소유 및 국가산업단지의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을 더 발굴하고 사례의 다양한 적용을 통해 효율
성이 강화된 설비를 적용하여 발전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육상기반의 지상 발전부지의 부족 및 인허가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사례를 연구하고 임
차 형 건물과 유휴공간의 태양광발전소 구축에 대하
여 경제성 분석을 하고자 한다[7-8].

그림 1. 세계 태양광 시장 성장률(IHS)
Fig. 1 World solar market growth rate(IHS)

2.2 기술적 구성

태양광발전의 기술적 원리는 그 단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photovoltaic, PV)이란 빛(light)
의 뜻을 가진 photo와 전기(electricity) 의미의 voltaic
의 합성어로 태양의 빛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태양전지에 빛이 조사되면 에너지는
태양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의 내부 전자들을
자유롭게 생성하도록 활성화 시킨다. 이렇게 생성된
태양전지 내의 전자들은 특정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데, N-형 실리콘은 음전하, P-형 실리콘은 양전하가
모이도록 되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건전지처럼 형
태가 만들어진다. 이때 태양전지의 상하부분에 금속
부분을 연결하여 전류가 외부로 흐르도록 도와준다.

Ⅱ. 관련 동향 및 제도
2.1 태양광발전 시장현황
공급 과잉과 기업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을 위한
단가가 떨어지면서 태양광발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

아졌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태양광발전이 전체 에너지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5% 넘어섰다. 국제
에너지기구는 그림 1과 같이 세계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규모가 단기적(2011년∼2017년)으로 연간평균
14%의 성장률로 시장이 확대되어 중장기적 관점으로
2030년에 전 세계의 발전량의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2050년에는 11%정도 차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그림 2. 태양광발전의 기술적 원리
Fig. 2 The technical principle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태양전지는 반도체에 빛을 쏘일 때 전자와 정공이
발생 (+)전극과 (–)전극이 형성되고, 전극이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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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와 연결되어 전기가 흐르는데 이것이 반도체의
광전효과라 부르며 태양전지가 빛을 전기로 변환시키
는 직접적인 기본원리이다. 이러한 태양전지 여러 장
을 병렬 또는 직렬로 연결하여 필요한 전압과 전류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그림3으로 요약하였다.

을 위하여 RPA협약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RPS제도
가 시행되기 전 3개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다.
2.3.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2012년부터 시작된 공급의무화제도의 의무 공급량
구성을 보면 총 전력생산량의 10%이내 범위로 2012
년 2.0%으로 시작하여 2016년까지 매년 0.5%씩 상향
되고 2017년부터 매년 1.0% 상향되었고 2022년 이후
부터는 10.0% 달성이 목표로 정해져있다. 또한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매 3년마다 기술개발의 수준, 신재
생에너지 보급 목표 운영의 실적과 그 밖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의무공급량 비율의 재검토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대상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
및 제출함으로써 의무이행사실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무이행 및 비용은 공급인증서 제출 시점 이후
에 진행 되며 당해 연도의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그림 3. 태양광 기반 발전시스템 개념도
Fig. 3 Concept map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2.3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제도

2.3.1 발전차액의 지원 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의하
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 거래 가격이 정부의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전기 공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제도는 2002년에
도입하였고 2011년까지 운영한 것으로 전력을 매입하
는 방식으로 투자 안정성은 높이고 중소규모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2011년 폐지되었다.
2.3.2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 RPS 사업
RPS시범사업인 제도란 태양광 시장의 확대와 보급

평균 거래 가격의 150%이내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또
한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별로 경제성은 낮지만 향후
에 유망한 기술로 발전하여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
과와 발전원가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효과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별도의 의무공급량과 공급 인증서
에 가중치를 두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Ⅲ. 영향 요인 및 경제성 분석
3.1 태양광발전 영향 요인
태양광발전은 pn접합 반도체 소자로 태양전지에
태양광이 입사하면 빛에너지를 바로 전기에너지로 변
환해 주는 발전방식이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이란 근본

적으로 햇빛 양과 세기에 의해 발전량이 정해지고 태
양전지는 pn 접합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특성상
고온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햇빛양과 세기는 일사량,
일조의 시간대, 운(雲)량, 강우량과 강우일수, 강설량
과 강설일수, 안개 및 황사일수, 미세먼지 및 기온과
풍속 등의 여러 가지 기상 요소로 변하게 된다.
위도와 해발 높이 등 지리 요소와 태양전지 경사각
도 설치의 형태, 설비의 효율, 손실 등의 설비 요소가

695

JKIECS, vol. 14, no. 04, 693-700, 2019

발전량 변동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에 영
향을 주는 요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기상요소와
지리요소 및 설비 요소로 구분이 가능하다. 여기서 기
상요소란 태양광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
소로 일사량, 일조시간과 운(雲)량이 있고, 태양전지
효율에 영향을 주는 기상요소인 온도와 풍속으로 나
눌 수 있다. 또한, 지리적 요소에는 위도와 해발높이
가 있는데 설비요소는 고정, 고정가변, 추적형으로 구
분하는 모듈 설치형태와 변압기, 인버터 모듈 효율 그
리고 선로의 손실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
표 1. 태양광 기반 발전시스템 개념도
Table 1.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concept map
Factors Affecting photovoltaic

Meteorological
factor

Geographical
Element

Facility
Element

Meteorological factors affecting photovoltaic
•Amount of solar radiation, time of sunshine,
amount of cloud, amount of rainfall, duration
of rainfall, snowfall, snowfall, fog day
Meteorological factors affecting solar cell
efficiency
•Temperature, yellow sand, wind speed, fog,
fine dust
Solar power installation location
•latitude and altitude
Module installation type
•fixed, fixed variable, tracking type and module
installation angle
Power generation facility efficiency
•inverter, transformer, module)
Line loss, voltage drop, maintenance

본 논문은 기상요소 중 태양광발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일사량과 일조시간 및 운(雲)량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사량, 일조의 시간, 운(雲)의 요
인에 따른 태양광발전량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강우량,
강우의 일수, 강설량과 강설일수, 안개일수 및 황사일
수, 미세먼지 등 기상요소는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
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일단 배재 하였다.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형태는 정남향으로 고정형을 기준으로 하
였고 모듈의 설치 각도는 최상 조건을 전제하였다.
그림 4는 전국의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지역 중에
58개를 지역별로 선별하여 연간 발전량을 일평균 발
전 시간으로 환산한 값을 나타낸다. 원의 모양이 크고
색이 진할수록 발전에 가동되는 시간이 긴 것을 의미
하는데 발전 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이 서울지역이고
가장 긴 지역이 해남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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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역별 일일 평균 발전 시간
Fig. 4 Average daily power generration time by region

3.2 경제성 분석

경제적 분석조건의 전제조건과 타당성 분석 기법은
편익/비용 비율분석, 순현재가치(NPV) 분석, 내부수
익률(IRR)분석, 잉여현금흐름(FCF)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 참여자 자금 조달방법은 자기 자본 및 타인
자본을 이용하고 추가적으로 국가 정책에 따라 국고
보조금, 정부 재정융자금 등 활용을 고려한다. 자기
자본은 사업의 시행자가 내부 유보액이나 증자로 조
성한 자체 자금이나 별도 설립 법인이 특정 주체 자
본에 참여하는 기업 공개 등으로 조성하는 자체 자금
으로 조달 한다[9].
타인 자본은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회사
채,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이 있을 수 있는데
SOC(Social Overhead Capital)의 성격상 대규모 시설
자금이 소요 되므로 타인의 자본 비중이 큰 경우가
빈번하다[10].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출하는데 있어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비율 그리고 동원하는 자본의
조달 방법에 대한 가정이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자금 조달 구조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을 20:80
정도로 가정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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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준일은 연도의 1월1일을 기준으로 가정 하
였다. 본 연구로 진행하는 경제성 분석에서는 2015년

상환 후 이자 납부를 가정 했다.
투자비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도 분

1월 1일 특정일을 분석 기준일로 잡고 운영 기간은
장기 임차로 가정하여 2015년 1월 1일 ~ 2029년 12월

석은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경제적 평가에서 수익
과 비용의 계산은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고 불확실

31로 15년을 분석 대상으로 가정하고 검토 했다.
잔존가치란 분석 대상의 시설 내용 연수와 경제성
분석 기간과의 연관이 크다. 시설 장비는 사업의 추진
방식에 따라 잔존가치 계산여부 및 국가, 지방자체단

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민감도 분석이란 매출액

체에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가 달라진다. 경제성 분석
은 BOT나 BTO에서 시설 소유권이 임대차 주인에게
귀속되므로 태양광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잔존의 가
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본 연구의 잔존 가치는
운영 종료의 시점 2029년도에 ‘0’ 인 것으로 가정 한
다. 태양광발전사업자 경제성 분석 대상 시설은 표 2
화 같이 가정하였다[11-12].
표 2. 분석대상 시설현황
Table 2. Facilities subject to analysis
(kW/천원)

(SMP+REC), 운영비, 임차료, 감가상각비에 각 변수
를 일정량만큼 변화되어 경제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 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총 매매가격, 매출액
(SMP+REC) 및 임차료 변수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으
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Ⅳ. 분석결과
태양광발전소 운영기간 2015년부터 2029년까지 대
출금액 대비 상환액을 영업수익에 포함하고 12년 동
안 원금상환 후 지급 대출이자는 영업비용으로 포함
하였다. 12년간의 REC 가중치를 적용한 금액과 함께
3년간 REC 가중치를 받지 않은 기준 총 15년간 태양
광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왔다.
표 3. 경제성 분석 결과(태양광발전사업자)
Table 3. Economic analysis result (solar power generation
company)
division

경제성 분석에서 운영유지비 및 기타 제세공과금
등은 확실한 현금 유출로서 분석에 포함 했다. 또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산출에 적용할 금리는 현재 금융
기관의 대출 약정을 근거로 5.1%의 금리로 적용했으

Price
(thousand won)

Operating Revenue(A)

5,981,385

Operating cost(B)

2,880,400

Tax-exempt operating
profit(C=A-B)

3,100,985

Corporate tax(D)

121,108

Operating profit after tax
(E=C-E)

2,979,877

Capital expenditure(F)

2,000,000

FCF(Free cash flow)
(G=E-F)

979,877

NPV

386,519

IRR

5.9 %

며 12년 기간의 원금분할 상환방식에 따라 매년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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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FCF 상세내역(태양광발전사업자)
Table 4. Details of FCF (solar power generation company)
(MW/천원)

경제성 분석 결과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15년
386,519천원의 NPV와 5.9%의 IRR로 집계되어 사업
추진 타당성이 있다. 본 연구는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적정 이윤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나 15년간
NPV가 0보다 크기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잠재
이윤 이상 기대 수익이 예상된다.
매매가격 민감도는 표 5와 같이 매매당시 기준가의
최대 25% 감액 및 최대 50% 상승으로 분석을 하였
다. 매매가격에 따라 임차료 분석 결과 기준가를
2,000,000천원을 기준으로 NPV는 386,519와 IRR이
5.9%로 나타났다. 매매금액을 25% 감액하여 구입하
면 NPV는 871,413과 IRR이 11.0%가 되고 50% 증액
기준으로 구입하면 NPV는 -583,413과 IRR은 –0.1%
로 결과가 나왔다. 매매금액에 임대료를 분석하여 매
매금액이 감액 될면 될수록 NPV와 IRR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매매가격 민감도 분석 결과(단위:천원)
Table 5. Trading Price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division

Sale price

15 years
rent

NPV

IRR

Trading
standard

2,000,000

345,000

386,519

5.9 %

25% reduction
from baseline

1,500,000

345,000

871,413

11.0 %

50% increase
in baseline

3,000,000

345,000

-583,413

-0.1 %

매출은 수시로 변동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의 10
년간 평균값을 검토하여 그 결과 120.06원/kWh으로
평균과 대비하여 최대 상승이 약 35%, 최대 하락이
33%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민감도를 최대 30% 상승,
최대 30% 하락으로 분석했다. 매출액에 따른 임차료
는 분석 결과 매출액 120.06원/kWh 기준으로 NPV는
386,519, IRR은 5.9%이고 매출기준으로 매출액 30%
상승(156.08원/kWh)할 때 NPV는 807,853과 IRR이
8.7%가 되어 매출의 기준가 대비 IRR은 2.8%가 상승
했다. 매출 기준가 대비하여 30% 하락(84.04원/kWh)
할 때 NPV는 -34,815과 IRR은 2.8%로 매출 기준가
대비하여 IRR이 3.1% 하락했다. 매출 수준이
30%(84.04원/kWh)이상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제적 사업 타당성은 양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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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가능하다. 매출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의 만감
도 분석은 표 6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약 10년간 추가적인 재정수
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사업자 역시 향후
공사비 하락 가능성과 SMP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표 6. 매출액(SMP) 변동과 민감도 분석(단위:천원)
Table 6. Sales (SMP) fluctuation and sensitivity analysis

고려하면 경제적인 메리트를 기대 할 수 있다.
유휴공간과 공장 등의 공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

division
Trading
standard
120.06Won/kWh
30% increase
in baseline
156.08Won/kWh
30% reduction
from baseline
84.04Won/kWh

Gross
turnover

15year
s rent

NPV

IRR

5,981,384

345,000

386,519

5.9%

6,596,536

345,000

807,853

8.7%

5,366,233

345,000

-34,815

2.8%

Ⅴ. 결 론
그동안의 태양광발전소는 고전적인 시공방식에 따
라 지면에 시공하는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건물의 신축 또는 개보수를 통해 건축물의 옥상 등
공간의 일부에 추가로 소규모로 시공하였다. 부지의
부족과 환경적 측면을 들어 최근에 민・관 소유 및
국가산업단지 유휴공간에 옥상 등을 임차하여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고 장기간 임차료 지불 조건으로 수익
을 창출하며 상용 가동하고 있다[13].
이러한 방식은 민・관 건물 및 공간 소유자와 태양
광발전사업자가 상생협력 동반성장 구조로 서로간의
추가적인 사업이익 창출이 기대되며 그동안 무분별하
게 임야나 농지, 축산 시설에 시공되던 태양광발전소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간의 낭비가 없는 최적화된 태
양광 활용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로 정착되었
다. 태양광발전소의 수익과 경제성은 당분간 더 열악
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임대 형 유
휴공간과 건물의 활용가능 시설에 대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와 유지보수 용이성과 비용 절감을 동
시에 추구하여 수익성 확보와 함께 구조물의 상단에
위치하여 가중치를 최대한 적용하여 경제성을 강화하
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 되고 있다.
유휴공간의 임대인은 사업 기간 동안 일정한 임대
료를 수익으로 활용하고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해당시

진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사업이 가능한 곳
을 선정하고 수용 계획을 고려하여 증․개축과 최소
15년 이상의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과
시설물을 사업의 주축으로 선정하고 활용해야 할 것
이며 공간의 임대인 측 요구로 인해 태양광발전 설비
를 돌발적으로 철거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할 경
우 잔존 연수의 이익분을 임대인이 배상하도록 사전
에 논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계기로 분석 및 파악된 경제성은 향후에
다양한 형태의 유휴공간 임차형 건물과 활용 가능 공
간을 더 발굴하여 사례가 확대되고 누적된 데이터는
효율성이 강화된 설비를 추가적으로 발굴 및 적용하
여 태양광발전 단가의 하락과 지상에 구축하는 발전
부지의 부족과 인허가의 까다로움을 효과적으로 대체
하는 모델로 발전을 기대하며 추가적으로 지붕과 옥
상의 복사열로 인한 패널의 고온 노출에 따른 발전효
율 감소와 설비의 돌발적인 고장에 대하여 그 문제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모니터링
이 가능한 특화된 솔루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
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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