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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Renewables 
2020 보고서1)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글로벌 에너지 시

장은 대부분 감소하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이끄는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는 7% 성장이 예상되며, 2025년까지 전 세계 발전용

량 증가분의 90%가 재생에너지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으로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로 확대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또한 2020년 4월 발표한 그린뉴

딜 정책 추진을 통해 2019년 12.7GW에 불가한 태양광‧풍력 설

비를 2025년 3배 이상으로 상향하여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차

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에너지그리드학과 석박사과정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 상명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Sangmyung 
University, jukim@smu.ac.kr)

1) Heymi Bahar 외 에너지부, Renewables 2020 Analysis and forecast to 2025, 
IEA, pp.25-32.

농촌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다. 수용성은 주민들이 종

래 발전단지에 대해 갖고 있던 보편적 인식과 관련된 문제로 단

기간에 개선이 쉽지 않다. 정부는 지역의 주민수용성 해결을 재

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
자체 주도 집적화 단지를 통한 대규모 사업 추진과 국민주주 등 

주민이익공유 제도화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 환경성,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 주민수용성 개선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시적 금전 보상과 한정된 이익공유 방식을 벗어난, 주
민들의 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친환경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농촌사회에 맞는 효과적인 이익공유 모

델 개발 및 실증이 필요하다.
덴마크,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주민참여 모델이 일반화되어 있다. 덴마크는 주

민 참여형 풍력발전으로, 지역주민은 전력시장보다 높은 가격

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부여받고 있다. 독
일의 다르데스하임 마을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방

식은 주민들과의 갈등완화 및 민원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

지만, “독일의 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

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설문조사2)에서는 경제적 이익공유 방

농촌지역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방식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철원군 스마트그린빌리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newable Energy Profit-Sharing Method for 
Improving Residential Conditions in Rural Area

- Focused on the Smart Green Village in Cheorwon-gun, Gangwon-do Province -

유 병 천* 이 동 희** 김 정 욱***

Yoo, Byung-Chun Lee, Dong-Hee Kim, Jung-Uk

Abstract
In this study, surveys and data collection on new profit-sharing measure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residents' participation in 65 MW large-scale solar power complex located at Munhye 5-ri, Galmal-eup, 
Cheorwon-gun, Gangwon-do province. From May to September 2018, the presentation and meetings for residents were held and 
a survey for 67 household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collect profit-sharing data which is sharing profits from solar power 
project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s that it needs to improve some obstacles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 rural areas, such as improvement of living infrastructure at village level, improvement of monotonous leisure 
activities from the residents' point of view, improvement of economic income sources depending on farm income and Basic 
Old-age Pensions, inconvenience factors in the unsuitable residential environment due to aging.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Profit-Sharing solar power complex project has possibilities to improve living environment in rural areas by sharing 
profits from power generation and resident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with consensus for need of renewable energy.

주 요 어 : 농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 정주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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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재생에너지 보급의 필요성과 지역 가

치 창출을 더 선호”하였다<Fig. 1>.

Fig. 1. Motiv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German Energy 
Cooperatives

기후변화와 COVID-19로 인해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사회

적 인식 변화와 정치적 수용성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재생에

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촌지역 주민들은 정주환경의 변화와 

공사로 인한 환경훼손 및 소음 발생 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

비의 입지를 반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 주민들이 자

기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

하여 정부는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에 투자·참여하

여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가중치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

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

이기 위해 농촌지역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보급과 

확대는 정부의 중요한 과업이지만, 재생에너지 개발은 농촌의 

토지이용, 경관, 건축 등 물리적 측면에서 농촌의 정주환경과 

혼재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촌의 사회적·환경적인 피해와 주민 생활의 직·간접적인 피해

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만으로는 주민 수용성

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농촌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주거환경 등 

농촌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지역 활성화와 지역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이익공유 모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심성희 외 6인, 에너지전환 정책 실행을 위한 시사점 연구: 독일에서의 시민 
참여와 지방 정부의 기여를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p.19.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

으며 주민 참여형 이외에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일부를 정주환

경 개선에 투자하여 새로운 이익공유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 강

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5리에 조성된 스마트 그린 빌리지를 

조사대상지로 선정했다. 조사 시기는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이며, 본격적인 조사과정은 크게 사전간담회, 주민워크숍, 예비

조사, 조사방법 수립, 세대별 방문조사로 나눌 수 있다. 사전간

담회는 이장과 부녀회장을 주축으로 하는 마을 리더그룹, 주민

간담회는 마을발전 및 환경개선에 관심이 큰 일부 주민들, 세대

별 방문조사는 마을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Fig. 2>.

a) 주민 간담회 및 워크샵 b) 현장 전수 조사

Fig. 2. Survey on the residence conditions

<Fig. 3>과 같이 연구조사를 진행하였다. 세대별 전수조사는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체 67가구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

하여, 사전에 준비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적 내용 파

악 및 정주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Fig. 3. Flow diagram of research

조사내용은 전체 가구의 거주환경ㆍ주택실태ㆍ생활문제 등

이며, 조사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농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하여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는 내용

을 분석･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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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 분석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협동조

합 형태의 마을 발전소 참여,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 등 주민참

여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내용과 다

른 새로운 관점에서 이익공유 방식이 갖는 주민수용성의 의미

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혜정 외(2020)3)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국민수용성과 지역 

주민수용성의 차이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발전원별 

수용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상혁 외(2020)4)는 군산 말도 인근 해역 5MW 이상의 해상 

풍력 터빈 실증단지 조성에 있어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민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갈등프레임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이철용 외(2014)5)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 유

럽에서 주민들과의 이익공유체계를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프로

젝트를 사례를 거론하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발전소 형태의 이익공유체계가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이상훈·윤성권(2015)6)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지역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여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

기 때문에 주민수용성 문제는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여 지역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발

전소를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민발전소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Rudolph et.al.(2018)7)은 유럽 풍력발전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이익공유체계는 지역적 특성과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다양하

게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역 사회펀드, 기존 펀드, 
커뮤니티 소유, 수익의 균등 분배, 직접투자와 프로젝트 펀딩, 
견습 및 스튜던트십, 교육적 프로그램, 전기요금 할인, 지역사

회 복지협정, 공급체인으로부터 얻는 간접적 혜택, 관광업을 

통한 간접적 혜택 등 다양한 이익공유 유형의 예시를 들었다. 
Lane and Hicks(2017)8)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의 신뢰 형성

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익공유 체계는 공정한 절차 속에서 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초기부터 주민들과 논의하고, 협의

3) 이혜정 외 3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국민 및 지역 주민 수용성 
비교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제15권 제1호, 2020, pp.29-61.

4) 이상혁, 박재필,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연구, 신재생에너지 제16권 제2호, 
2020, pp.20-27.

5) 이철용 외 4인,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추진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pp.16-55.

6) 이상훈, 윤성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환경법
과 정책 제15권, 2015, pp.133-166.

7) David Rudolph, Claire Haggett, Mhairi Aitken, 2017, Community benefits 
from offshore renewabl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understandings 
of impact, community, and benefit, Environment and Planning C: Politics 
and Space, Vol. 36(1), 2017, pp.92-117.

8) Lane, T. and J. Hicks, 2017, Community Engagement and Benefit sharing 
i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 Guide for Renewable Energy 
Developers, Department of Environment, Land, Water and Planning, 2017, 
pp.1-55.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발전사업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합

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역성을 

반영하여 설계된 이익공유체계는 프로젝트에서 귀중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정석 외(2018)9)는 농촌지역은 유망한 재생에너지 공급 분

야에서 대상지로 고려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농촌지역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적용가능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근 외(2019)10)는 농촌지역 취약계층은 고령화와 소득감

소로 노후주택에 대한 환경개선 의지가 적고, 주거환경 개선자

금의 여유도 없어 거주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농촌 주택은 

노후화와 주거환경의 인프라 부족으로 질적 수준이 낮고,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

상 가구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택의 안전성 확

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유지윤 외(2020)11)는 농촌마을의 자연자원, 문화자원과의 

연관성이 높은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노후화된 인프라의 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이 필

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며, 특별히 농촌마을

의 고령화, 환경개선, 지역자원 활용 등과 연계한 새로운 이익

공유방식에 대한 시도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조사대상 마을의 정주여건 분석

2.1 현장조사 개요

전체 67가구 중 설문조사 거절, 공실 등을 제외한 33가구

에 대한 방문 인터뷰 설문과 거주환경 측정 및 관찰을 실시

하였다. 인터뷰한 대상을 기준으로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

성이 19명(58%), 여성이 14명(42%) 참여하였으며, 거주기간

은 10년 이내 9명, 40년 이상 12명, 30년 이상이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70대 11명(여 7명, 남 5명), 60대 9명(여 3명, 남 6

명) 순으로 후기 고령자와 전기 고령자 순으로 고령화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대부분은 연령대

가 높은 만큼 거동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화장실과 난방 문제, 커뮤니티 시설 부

족, 경제적 소득 순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9) 김정석 외 4인, 농촌마을 주택의 에너지 성능평가 및 재생에너지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건축 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2019, pp.28-45.

10) 김승근, 변경화,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주택수선 현황,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21권 제2호, 2019, pp.1-10.

11) 유지윤, 오문향, 농촌마을의 힐링자원화 선진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농촌힐
링관광지 육성 정책모델 연구, 관광연구 제35권 제1호, 2020,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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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대상 마을의 거주환경

(1) 생활기반 시설

조사대상 마을은 <Fig. 4>와 같이 463 지방도로(태봉로)를 따

라 취락이 형성되어 있어 각 주택까지의 진입로에는 단차가 없

지만, 67가구 중 절반 정도는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어 육안관찰

에 의한 주관적 견해로는 진입로의 경사도가 상당한 편이다. 특
히 463 지방도로 변에는 보행로가 없어 노인정 및 마을회관 등

을 갈 때 보행보조기구를 활용해 이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a) 463 국도 b) 마을 진입로

Fig. 4. Status of access roads in the village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도로에는 보안등, 방범용 

CCTV가 없으며, 약국과 슈퍼마켓 등 기초적인 생활기반시설

이 부재한 실정이다. 노인들은 마을회관 1층에 있는 노인정, 예
비고령자(55세~64세)는 다목적 센터에 모여 지자체에서 제공

하는 노래교실, 요가 등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 주민들

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전부로 조사되었다.

(2) 주택 상황

정주환경에 가장 영향을 주는 주택 상황을 조사하였다. 전
체 33가구의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 소유 88%이며, 주택형태는 

단독 양옥 70%, 단독 한옥 6%, 나머지 24%는 벽돌, 슬레이트, 
컨테이너, 펜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와 연립 건물은 

없었다. 주택 상태를 보면 ‘튼튼한 상태’ 답변이 33%로 2000년 

이후 건축된 것이 72%로 나타났다, ‘괜찮은 상태’ 답변도 33%
로 건축연도는 2000년 이후가 27%, 1970년대가 27% 나왔다. 
‘낡은 상태’ 답변은 15%로 건축연도가 1960년대 이전이 40% 
가장 높았다. 지붕마감은 슬레이트 38%, 슬래브, 함석, 아스팔

트 싱크, 강철지붕 등이 47%로 나타났다. 벽체구조는 벽돌 

31%, 콘크리트 24%, 샌드위치 판넬과 철재 판넬 등 기타가 

30%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전반적으로 마을의 주택 환경은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육안관찰만으로도 노후 된 건축물로 취약한 단열과 열악한 주

거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a) 주택 현황

b) 주거 유형 c) 소유 형태

d) 지붕 구조 e) 벽체 구조

Table 2. Analysis of housing Status

a) 마을 거리 b) 마을회관

Fig. 5. Village Street and Village Hall

a) 응답자 성별 b) 응답자 연령대

c) 거주기간 d) 불편사항

Table 1. Present status of respondents' participation



韓國農村建築學會論文集 제23권 1호 통권80호 2021년 2월  13

a) 주택 지붕 b) 벽체 구조

Fig. 6. Survey on the residence conditions

2.3 조사대상 마을의 생활문제

(1) 건강 상태

주민 대상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조사 결과로는 일상생활 걷기의 자립정도는 ‘자립’ 82%, ‘반자

립’ 15%로 거동에 대한 자립정도가 높았다. 보행보조기구 유형

을 살펴보면 사용안함 26가구(72%), 지팡이 4가구(11%), 보행보

조기 3가구(8%) 나타나서 일상생활의 자립수준은 압도적으로 높

았다. 그렇지만 조사 대상 마을은 고령화로 인한 질환으로 전체 

가구 중 27가구(82%)는 <Table 3>과 같이 병원 방문이 잦음을 알 

수 있다. 방문 빈도는 월 1회 이상 13가구, 주 1회 이상 7가구, 1
년 5회 이내 6가구로 나타났으며, 주로 찾는 병원진료를 보면 정

형외과 8가구, 내과 5가구, 외과 2가구, 신경외과 2가구, 이비인

후과 1가구, 한의원 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a) 병원 방문 빈도 b) 병원 진료과목

Table 3. Present status of respondents' participation

전체 가구 중 79%가 낙상사고를 경험하였고 최근 5년 동안 

평균 2회 정도 발생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주로 낙상사고가 발

생하는 장소로는 현관, 마당, 침실 및 화장실 순이며, 사고 발

생원인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상사고, 허리와 무릎 등 관절 질환으로 인한 이동행위는 불

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응급 상황

동거인 여부는 전체 33가구 중 26가구가 ‘있다’라고 응답했

으며, 배우자 19가구, 자녀 4가구, 배우자와 자녀 2가구, 부모 

1가구로 파악되었다. 동거인의 연령대는 60대가 35%, 70대가 

23%, 80대 이상 15%, 50대 미만 8%, 50대 4%순으로 조사되었

다. 마을 내 일가친척 거주 여부는 전체 중 ‘있다’가 15가구, 
‘없다’는 18가구로 친척관계는 형제 47%, 사돈 33%, 조카 13%
순으로 파악되었다.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살펴보면 배

우자 18가구(49%), 자녀 10가구(27%), 이웃 3가구(8%), 사회단

체 및 지자체라는 답변은 없었다.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

청할 수 있는 주변인물을 살펴보면 배우자 10가구, 이웃 6가구, 
자녀 6가구, 119 6가구, 본인 3가구, 며느리 1가구 순으로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줄 수 있는 분

들이 노인들이 대다수이며,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도 1~2명으

로 나타났다.

(3) 경제 소득

가구 생계분담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27가구(70%)가 본인과 배우자가 생계

를 분담하고 있었다.

a) 생계 분담 비율 b) 주요 수입원

Table 5. Present status of respondents' participation

가구별 주요 수입원은 텃밭을 이용한 농가 소득, 기초노령

연금,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연평균 수입은 1,000만
원~2,000만원 6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 미만 5가구, 
3,000만원 이상 5가구, 2,000만원대 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노
령부부 및 독거노인 가구의 불안정한 수입원으로 삶의 질이 저

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여가 활동

주민 여가활동은 ‘외출 자주 한다’ 16가구(48%), ‘외출을 안

한다’ 13가구(39%)로 조사되었다. 외출 시 방문하는 장소는 경

로당, 논밭, 병원 순이며, 평균 외출시간은 6시간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6시간, 3~4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집에 

있는 동안에는 53%가 TV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주
민들은 고령화로 인해 경로당과 지병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

하는 시간이 많으며 이외에 다른 교류활동이 미비한 상황임을 

a) 긴급상황 도움요청 현황 b) 가까운 친구 수

Table 4. Present status of respondent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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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Table 6>.

a) 외출시간 b) 외출 장소

c) 집 체류시간 d) 집에서 여가활동

Table 6. Present status of respondents' participation

(5) 가사 분담

요리, 청소, 세탁, 생활용품 구입에 대한 가사 분담상황을 

<Table 7>에 정리하였다. 

a) 요리 및 조리 b) 청소

c) 세탁 d) 생활용품 구입

Table 7. Present status of respondents' participation

요리 및 조리, 실내 청소와 주택관리, 세탁과 옷 수선, 생활

용품 구입 등 본인이나 배우자가 모든 가사 노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가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공동체 생

활환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4 조사대상 주택의 불편요소

(1) 현관 

조사 응답 33가구 중 현관이 있는 경우는 28가구(85%)이며, 
현관 문턱 높이는 11~20㎝가 11가구로 가장 많았다. 현관의 넓

이는 28가구 중 48%가 4㎡ 이상, 2~3㎡ 21%, 1~2㎡ 10% 순이

다. 현관문 손잡이 형태는 움켜지기 쉬운 막대형인 경우가 24
가구이며, 손잡이가 없는 경우는 6% 정도이다. 현관 바닥재질

은 14가구로 가장 많아 노인들이 출입 시 낙상사고 발생할 위

험이 높았다. <Fig. 7>과 같이 현관은 단차가 없는 가구가 없으

며 바닥재질은 타일로 되어 있어서 보행보조기를 이용하기에 

불편할 수 있었다.

a) 현관 단차 b) 현관 바닥

Fig. 7. Front-door situation

(2) 거실

거실은 일상을 보내는 공간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손님을 접

대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내부공간을 연결하는 허브 

같은 공간이다. 전체 33가구 모두 거실이 있으며 거실 문턱 높

이는 총 33가구 중 6~10㎝가 12가구로 가장 많으며 20㎝ 이상

은 3가구로 많지 않으나, 단차가 전혀 없는 경우는 없었다.  

a) 거실 출입구 b) 거실 바닥

Fig. 8. Living room situation

거실 출입문 형태는 여닫이 35%로 가장 많고, 미서기 29%, 
미닫이 23% 순으로 분류된다. 출입문 손잡이는 막대형 52%, 
원통형 26%, 홈형 13%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 바닥 재질은 비

닐장판, 24가구, 목재 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거실은 단차가 

존재하며 여닫이문 사용이 높고 비닐장판 위주 미끄러운 재질

을 사용하고 있어 출입 시 ‘걸림’이나 ‘미끄러짐’으로 낙상 위

험이 존재했다<Fig. 8>.

(3) 침실

전체 33가구의 침실 수는 2개 16가구(49%)로 가장 많고, 3개 

8가구(24%)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21가구(64%)가 침실을 2
개 사용하고 있었다. 침실 문턱 높이는 1~10㎝가 18가구(58%)
로 가장 많고, 30㎝ 이상 3가구(9%), 단차가 없는 경우는 2가구

뿐이었다. 침실 출입문은 여닫이 20가구, 미닫이 5가구, 없는 

경우도 3가구가 있었다. 출입문의 유효 폭은 71~80㎝가 5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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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고 81㎝ 이상 17%, 70㎝ 이하 14%였다. 출입문 손잡이

는 원통형 17가구, 레버형 7가구, 홈형 4가구가 설치되어 있다. 
바닥 재질은 비닐장판 28가구(82%)로 대부분으로 미끄러짐의 

위험이 높았다.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25가구(76%)이며 침대

가 없는 경우도 6가구 있었다. 침실의 대부분이 여닫이문을 사

용하고 문턱이 있는 경우가 많고 <Fig. 9>와 같이 원통형과 레버

형 손잡이, 비닐장판 위주의 바닥은 노인들이 잠결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걸림’이나 ‘미끄러짐’으로 낙상할 위험이 높았다.

a) 침실 손잡이 b) 침실 바닥

Fig. 9. Bedroom situation

(4) 주방

<Fig. 10>과 같이 주방과 식당을 겸하는 경우가 88%이며, 식
당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없었다. 주방 출입문 없는 경

우가 16가구, 출입구 문턱이 없는 경우가 23가구로 가장 많았다.

a) 식당 겸용 b) 주방 바닥

Fig. 10. Kitchen situation

바닥재질은 비닐장판 21가구로 미끄러질 위험성이 높은 마

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방으로 진입하는 경로는 거실 11가
구(48%), 침실 5가구(22%) 순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 주방과 

식당을 겸하고 있고 미끄러운 바닥상태와 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식사하는 위치는 주방식탁 10가구, 주방좌상 8가구, 거실 

좌상 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5) 욕실 및 화장실

조사 대상 주택 중 욕실을 세탁실과 겸용하는 경우 21가구

(48%), 화장실과 겸용하는 경우 17가구(39%), 별도 분리 4가구

(9%)로 나타났다. 욕실 내 구비시설 현황은 샤워기 27가구, 욕
조 3가구, 세면기 14가구, 변기 27가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

하였다. <Fig. 11> a)와 같이 욕실에 변기, 세면대, 샤워기, 세탁

기를 설치해 겸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온수 사용가능 

여부는 31가구(94%)가 사용하고 있고 난방시설은 ‘있음’ 73%, 
‘없음’ 23%로 답변하였다. 욕실 문턱 높이는 단차가 없는 경우

는 없으며, 1~5㎝가 31%, 11~15㎝가 24%, 6~10㎝가 15%, 21㎝ 

이상 12% 순으로 나타났다. 출입문 손잡이는 원통형 16가구, 
레버형 7가구, 막대형 4가구 순이었다. 바닥재질은 27가구

(82%)가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다. 욕실 내부의 벽면, 세면대 주

위, 변기 주위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는 33가구 중 1
가구만이 설치되어 있었다.

화장실과 세탁실을 겹하고 있는 욕실의 경우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이 원인이 되는 낙상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Fig. 11> b)와 같이 조사 가구 중 5가구(15%)는 외부 화장실

을 있으며 그 중 4가구(80%)는 재래식 화장실로 수도 및 난방

설비가 없었다. 출입문 형태는 여닫이 2곳, 미닫이 2곳, 무응답 

1곳으로 나타났다.

a) 세탁실 b) 화장실

Fig. 11. A situation of Bathroom and Restroom

(6) 냉난방 시설

동절기 난방은 대부분의 가구(94%)가 보일러를 사용하며 연

료는 기름 16가구, 전기 9가구, 화목 5가구, 가스 5가구, 연탄 

4가구로 나타났다. 이중 8가구는 유류비와 전기료에 대한 걱정

으로 기름보일러와 화목보일러, 전기보일러와 연탄보일러 등 

난방설비를 <Fig. 12>과 같이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

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절기에 가장 냉방이 필요한 주거공간은 침실이며 선풍기 

26가구(63%), 에어컨 14가구(34%)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침실

의 쾌적 정도에 따른 냉방기기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쾌적 

정도가 ‘보통’이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침실에 선풍기와 에어컨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전기료 부담으로 선풍기만 사용하고 있

는 가구가 많았다.

a) 화목보일러 장작 b) 연탁보일러 연탄

Fig. 12. Type of old-fashioned heating

2.5 정주 장애요소 및 개선요소

본 조사를 통해 농촌마을 정주기능의 취약한 요소를 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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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고 정리하였다. 
첫째, 대상 마을은 보안등과 CCTV가 없어 방범과 안전이 

매우 취약한 마을이며, 문화공간이 부족해 다목적센터에서 노

래와 요가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1970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주택상태는 지붕과 벽체가 단

열에 취약한 구조이며, 기름, 연탄, 화목 보일러와 같은 구식 

난방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Table 8>.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주민들은 노령화된 식구로 구성된 가구가 대다수이며,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시간이 많고, TV시청과 경

로당 이외에 다른 교류활동은 없었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

하면 곤란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며, 경제적 소득원은 텃밭을 

가꾸는 농가소득과 기초노령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위 상황

들을 종합해볼 때 이 마을은 고령화로 변해가는 일상 생활환경

에 대한 환경 개선책과 주거향상을 위한 적절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Table 9>.

구분 내용 현황

건강

현황

병원

방문
월3회 이내

정형외과(1위),
내과(2위)

낙상

장소

최근 5년간 평균 

2회
현관>마당>화장실

응급

상황

도움

유형

배우자(49%), 
자녀(27%)

가까운 지인 1~2명

여가

활동

외출 평균 6시간 경로당>논‧밭>병원

집 TV 시청 평균 4시간 이상

경제

소득
소득원 본인 및 배우자

농가소득(1차),
기초노령연금(2차)

Table 9. Summary of living environment in rural areas

 셋째, 조사대상 주택의 주거환경의 불편요소로 보이는 문

제점은 생활공간 출입 시 단차와 문턱이 있으며, 거실, 주방, 
침실의 바닥재질은 비닐장판이며, 현관과 욕실은 타일로 낙상

사고 위험요소가 있었다. 출입문 손잡이는 움켜쥐기 어려운 원

통형과 옷이 걸리기 쉬운 막대형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주

거환경은 낙상 발생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이다. 또한 화장실과 욕실 내에 벽체, 세면대, 변기 주변에 손

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거환경 개선 시에 

같이 고려해야할 요소이다<Table 10>.

구분 출입문 손잡이 문턱 바닥재질

현관 여닫이 막대형 10~20㎝
타일 및

시멘트

거실
여닫이/
미서기

막대형 6~10㎝ 비닐장판

침실
여닫이/
미닫이

원통형 1~10㎝ 비닐장판

주방 없음 없음 0㎝ 비닐장판

욕실/
화장실

여닫이
원통형/
막대형

1~5㎝ 타일

Table 10. Summary of residential environments in rural houses

3.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방안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농촌지역 주민의 수용성 향상을 

위해 주민들이 체감 및 공감할 수 있고, 지역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주요소를 하나씩 개선하는 데, 태양광 발전단지 개

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다음은 문혜5리 

인근 약 65M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을 통한 개발이

익과 전력기반기금, REC 0.2 가중치 등 추가 발전수익의 일부

를 활용하여, 취약한 방범 등 생활기반시설을 보완하고, 고령

화로 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생활하기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보수 했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동의 이익과 주민들의 소일거리 창출을 위해 재생

에너지 개발이익의 일부를 <Fig. 13>과 같이 다목적센터와 마

을회관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 운영, 마을 체험장 건축, 태양

광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하도록 추진하였다. 마을 체험장에

서는 양봉 관련 강의와 밀랍초 만들기, 프로폴리스와 화분을 

이용한 비누 만들기, 무지개 만두 빚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

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낡은 마을회관이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되어 마을을 찾는 외지인이 체류하고 특산물로 요리

한 음식으로 식사함으로써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소일거리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사회적 일체감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

적인 효과에 공감대를 만들고 있다.

구분 내용 현황

생활

기반

시설

안전‧방범 •보안등, CCTV 등 없음

편의시설 •약국 및 슈퍼마켓 없음

커뮤니티 •다목적센터, 경로당 존재

건축연도
•2000년 이후 36%,
•1970년 이전 27%

주택 

현황

지붕마감
•슬라브‧함석 47%,
•슬레이트 38%

벽체구조
•벽돌 31%,
•샌드위치‧철재 판넬 30%

난방 (보일러)
•기름 48%, 전기 27%
•화목 15%, 연탄 15%

냉방
•침실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전기료 부담, 선풍기만 사용

Table 8. Current status of living infrastructure in the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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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게스트하우스 b) 다목적 센터

c) 마을 체험장 d) 태양광 가로등

Fig. 13. Supports guest house remodeling

둘째, 농촌 취약계층의 경제적 소득원이 대부분 농가소득과 

기초노령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 모두에게 새로운 소득원으로 작용되었다. 
<Fig. 14>는 53개 가구별로 자가 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

치해줌으로써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전자파로 가

축이 병든다‘와 같은 잘못된 정보로 생기는 태양광 발전에 대

한 오해도 자연스럽게 해결해 가고 있다.

Fig. 14. Support for installing solar power at home

셋째, 대상 마을은 고령화와 저소득으로 노후주택에 대한 

환경개선 의지가 낮고 고령자가 생활하기에는 거주환경이 매

우 열악했다. 이러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비용은 많은 투자비

용을 수반하므로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과 연계해도 본인 부

담 비용에 대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주택 개량자금 지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정부‧지자

체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개보

수할 수 경우에 본인 부담 비용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일부로 

충당하여 진행할 수 있다.
<Fig. 15>는 서울시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노후주

택을 리모델링한 사례로 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민들

의 긍적적인 반응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확대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입지를 통해 농촌의 노후 주택 개선하는 방안은 주민이 일상생

활에서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

에 중요한 요소이다. 

개선 전 개선 후

Fig. 15. A cas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teriorated housing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사례 연구,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서는 농촌 마을 주민들에 대한 방문 인터뷰와 정주

환경 및 거주환경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주민이 재

생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소문을 통해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이다‘ ’전자파로 주민과 가축이 병든다‘ ’눈부심으로 사

고가 많이 발생한다‘ ’장마철에 산사태로 마을 피해가 크게 생

긴다‘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와 설명회 시 주민들에 대한 오해

를 해소하고 개발이익을 정주요소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재생

에너지 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지지를 얻는 과정이 주

민 수용성 제고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회성 보상 보다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과 운

영기간 동안에 주민 참여로 부여되는 REC 가중치에 대한 경제

적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들이 얻

는 개발이익, 발전수익, 전력기반기금도 농촌의 여가․문화, 교
육․경제 등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이익공유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직‧간접적 피해를 받는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REC 

추가 가중치 이익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주민들에게 배당하며 

남는 이익은 주거공간과 생활여건을 개선을 진행함으로써 주

민들의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간 동안 주민 수용성을 지속

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과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하

여 마을의 핵심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경제

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생활기반 시설 개선에 투자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사업자는 농촌 마을의 현장 조사, 
지역자원과 이를 활용한 공동 이익모델의 발굴과 설계, 장애요

인과 재무적인 분석을 통해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이뤄갈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은 점점 고령화되고 청년층 유입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

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수용성이 낮을 가능성도 

존재했다. 주민 수용성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에 대해 농

촌 주민들이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

통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마을을 대표하는 일

부가 아닌 주민 다수로부터 듣는 마을에 개선이 필요한 정주요

소와 주민 개개인이 불편함을 격고 있는 주거 및 생활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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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선요소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주민 수용

성 확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해 수용하고 사회적 공감대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주민 수용성과 농촌의 정주여건 개

선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익공유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

체 그리고 발전사업자 간 역할과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

업개발은 심의과정에서 발전사업자는 주민 다수의 의견을 듣

고 지역자원 발굴과 정주환경 관련 지자체 지원정책을 조사하

며 농촌 지역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재생에너지 입지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이익공유 사업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고령화와 공동화로 대별되는 농촌

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보완

되고 구체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성공적인 모델이 현실화

된다면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

고 주민 수용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농

촌지역의 삶을 향상시키고,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정주환

경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이익공유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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