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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limate change demands a change in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energy system is indispensable to global trends. Jincheon, an eco-friendly energy town
located in the innovative city of Chungbuk, is the first renewable energy-based town in Korea.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photovoltaic, solar thermal, geothermal, and sewage heat
are combined to achieve energy sufficiency in the unit area. In this study, the operational results
of an 850 kW photovoltaic system, among the renewable energy systems in Jincheon, were
analyzed. Based on the operating data from 2018 to 2020, the capacity factor, generation
benefit, and CO2 reduction effect were studied. The capacity factor was 14.5%/yr, the
generation benefit was 200.6 million won/yr, and the CO2 reduction was 494.7 tons of CO2
eq./yr.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Jincheon could serve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n eco-friendly energy town during this time of transition of the new energy system.
Keywords: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태양광발전(Photovoltaic System), 설비이용
률(Capacity Factor), 발전수익(Generation Benefit), 온실가스(Greenhouse Gas), 전력량요
금(Energy Charge)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된 이래로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기후변화에 대
응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규제강화 및 기후변화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2018년 7월에는 2030국
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기후변화 전반에 기준을 강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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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2020년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
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을 통해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해 보다 능동적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및 사회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신에너지체계를 구축함에 있
어 근본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
2050년 에너지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기술은 신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이다. 신재생에
너지는 2015년 최종 에너지 수요의 19%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0년 이래로 매년 0.17%씩 성장하고 있다. 이러
한 추세면 2050년에는 최종에너지수요량의 2/3 만큼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으며, 2050년까지 목표한 온
실가스감축량에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2). 신에너지체계의 구축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형에
너지시스템은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에너지시스템관련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경제성평가가 진행되었다. Anarbaeb et al.3)의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
된 우즈베키스탄의 농업부문에서 바이오가스, 태양열, 태양광 등이 결합된 융복합 에너지시스템에서 운영기간
중 133,840.5 톤 CO2 eq.의 온실가스를 절감하였으며, Karunathilake et al.4)의 연구에서는 태양광, 폐열, 지열,
가스난방, 계통전력 등의 에너지원으로 구성된 4가지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시스템의 LCC분석을 하였으며, 기존 계통전력과 가스난방시스템대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
스템에서 최대 60%의 온실가스가 절감된을 확인하였다.
유럽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분산형에너지 시스템의 실증사례가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 독일, 덴마크, 오
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의 실증사례가 있으며, 국내 친환경에너지
타운 구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독일 윤데마을과 오스트리아 귀씽마을이 있다5). 윤데마
을은 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바이오에너지,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연계된 마을이다. 마을에서 생산
된 전력은 전력회사에 판매하고 있으며, 열에너지틑 인근 마을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수익모델
을 창출하여 유럽의 대표적인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거듭났다. 귀씽마을은 유럽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
여 전력 및 열에너지 100% 자립을 이룬 마을로 한때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 중 하나였지만, 마을에
바이오매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을 구성하여 현재는 수십 개의 에너지기업을 유치한 부유한
마을로 탈바꿈하였다. 유럽 뿐만 아니라 일본은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진
보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오사카에 위치한 NEXT21은 연료전지 기반의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중심으로 ESS,
태양광등이 결합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커뮤니티로 에너지공유를 통한 친환경에너지설계의 대표적인 사례이
다. 또한, 기타큐슈지방의 Yahata Higashida지역은 상업용, 주거용, 산업단지에 수소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전체
이산화탄소발생량의 50%를 절감 및 에너지공유를 통한 피크부하를 저감시키는 도시가 설계되었다6).
국내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진천 친환경에너지타
운을 들 수 있다.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2017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기피시설인 수질복원센터 인근에 태
양광, 태양열, 지열, 하수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하여 단위지역의 열 및 전력수요의 100% 자립화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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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전력의 경우 지역 내 전체 소비전력의 138% (2018/6/1 ~ 2019/5/31 기준)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있으며, 계통전력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2018년 1월 1
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누적 발전량 데이터를 이
용하여 설비이용률, 발전수익, 온실가스 저감량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시스템 개요 및 설비제원
연구의 배경이 된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총 848.32 kW급으로서, 5개의 발전소로
구분되어 가동 중에 있다.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지역 내 공공건물의 지붕과 주차장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설치되었으며, 각 발전소의 설치위치 및 용량은 Table 1과 같다.
실증운전이 시작된 2017년도에는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총 750 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구축되었으
며, 2017년 12월 근린공원에 97.92 kW 용량의 발전소가 추가로 준공되어 현재 총 850 kW용량의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각 발전소의 설치위치 계통도 및 실증사진은 Fig. 1과 Fig. 2와 같다.
Table 1 Specification of photovoltaic system
Category

Station 1

Station 2

Station 3

Station 4

Station 5

Capacity

150.08 kW

79.73 kW

93.8 kW

426.79 kW

97.92 kW

Location

Public health center
Childcare center
Management center
Sports park

Library

High school

Water purification
center

Neighborhood park

Fig. 1 Schematic diagram of photovoltaic system in Jincheon eco-friendly energy town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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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1 Childcare center and
Public healthcare center

Station 1 Management center

Station 2 Library and library parking lot,
Station 3 Highschool

Station 4 Water purification center
parking lot

Station 4 Water purification center yard
and box seats

Station 5 Neighborhood park

Fig. 2 Site photo of photovoltaic system in Jincheon eco-friendly energy town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전력데이터와 외기온도 및 일사량 등의 외기환
경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력데이터는 5개의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된 인버터에서 측정되었고,
외기환경데이터는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열집열기 주차장에 설치된 일사계 및 외기온습도계에서 측
정되었다. 각 측정기기에 대한 제원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Specification of instrument
Category

Model

Specification

Station 1 Inverter

DSP-3375KT
DSP-33100K

75 kW, 100 kW

Station 2 Inverter

DSP-33100KT

100 kW

Station 3 Inverter

DSP-33100KT

100 kW

Station 4 Inverter

DSP-33255K, DSP-33200K

255 kW, 200 kW

Station 5 Inverter

DSP-33100K

100 kW

Outdoor temperature and humidity sensor

GOTH-1420

Temp. (-35 ~ 80) °C,
Humidity (0 ~ 100)%

3.1 발전수익 분석방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계통전력과 연계되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있는데, 각 인버터에서 측정된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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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재생에너지 SMP+1REC고정의 판매수익계산법에 따라 발전수익이 계산되었다. 또한, 계산된 발전수익
분석을 위해 전기요금절감비용이 계산되었는데, 생산된 전력을 자체적으로 소비하였을 경우의 전력량요금 절
감비용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은 REC수익과 SMP수익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때 SMP는 계통한계가격으로, 한국전
력공사가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SMP수익은 한국전력 전력수급 계
약방식을 적용하여, 측정된 발전량(kWh)에 가중평균 통합SMP가격(원/kWh)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10%를 포
함하여 계산하였으며, 식(1)과 같다.
수익  발전량  × 가중평균 통합가격 원 × 

(1)

가중평균 통합SMP가격8)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월별
가중평균 통합SMP가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Weighted average price of total SMP
Year

Month

2018
2019
2020

Jan.

Feb.

92.23

Apr.

May

Jun.

Jul.

Aug.

Sep.

90.75 101.47

90.91

87.64

89.79

87.27

91.02

92.87

111.28 105.85 112.42

99.44

79.65

78.54

79.76

84.83

79.64

88.21

81.83

84.18

75.38

70.91

70.92

71.25

63.01

55.94

50.39

49.8

67.14

84.54

81.91

Mar.

(Unit : ￦/kWh)

83.35

Oct.

Nov.

Dec.

102.36 105.11 109.95

REC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공급인증서로, REC가격은 공급의무발전사와 매매되는 가격을 의미
한다. REC수익은 SMP+1REC가 고정된 방식으로 계산하였는데, 1REC단가에 REC발급량을 곱하여 부가가
치세 10%를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며, 식(2)와 같다.
수익   단가 원  × 발급량 × 

(2)

여기서 1REC단가는 SMP+1REC고정가격9)에서 통합SMP기준가격(MWh)을 뺀 값을 의미한다. SMP+1REC고
정가격은 매년 상/하반기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2018년 상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선정된 육지지역 평
균가격을 REC수익 계산에 반영하였다. 2018년 상반기부터 2020년 하반까지 고정가격선정금액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Main land average pirce

(Unit : ￦/(SMP+1REC))
2018

2019

2020

The 1st half

179,965

167,333

151,735

The 2nd half

173,982

159,267

143,826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2, 2021

29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REC 발급량10)은 월 간 전력공급량(MWh)에 설비별 가중치가 곱해진 값으로 계산되며, 소수점 이하는 다음
달로 이월된다.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설치된 태양광설비의 가중치11)는 Table 5와 같으며, 측정된 발전량
을 기준으로 계산된 REC발급량은 Table 6과 같다.

Table 5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weight of Jincheon eco-friendly energy town
Station 1

Station 2

Station 3

Station 4

Station 5

1.1803

1.035

1.2

1.035

1.027

Table 6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issued in Jincheon eco-friendly energy town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2018

67

91

109

116

122

124

119

102

99

96

71

72

2019

78

84

104

109

143

122

99

114

85

89

73

62

2020

65

79

115

135

120

116

89

85

94

100

68

66

발전된 전력을 자체적으로 소비하였을 경우 전력량요금 절감효과는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통합제어관리실에 적용되고 있는 전력량요금인 일반용 전력(을) 고압 A 선택2의 전력량요금
을 계산하였다12). 전력량요금은 Table 7과 Table 8에서와 같이 계절별, 시간별로 적용되는 요금이 상이하므로
월별 시간별 발전량을 기준으로 각 시간대에 맞는 요금을 산출하였다.

Table 7 Energy charge by season and time-period

(Unit : ￦/kWh)

Summer (6 ~ 8)

Spring and Fall (3 ~ 5, 9 ~ 10)

Winter (11 ~ 2)

off-peak

56.1

56.1

63.1

mid-peak

109.0

78.6

109.2

on-peak

191.1

109.3

166.7

Table 8 Season and time-period

30

Summer (6 ~ 8) / Spring and Fall (3 ~ 5, 9 ~ 10)

Winter (11 ~ 2)

off-peak

23:00 ~ 09:00

23:00 ~ 09:00

mid-peak

09:00 ~ 10:00
12:00 ~ 13:00
17:00 ~ 23:00

09:00 ~ 10:00
12:00 ~ 17:00
20:00 ~ 22:00

on-peak

10:00 ~ 12:00
13:00 ~ 17:00

10:00 ~ 12:00
17:00 ~ 20:00
22:00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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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에 따른 기본요금과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부가가
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포함되어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기요금절감비용에는 기본요
금은 제외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량만큼 자체적으로 소비하였을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전
력량에 해당하는 전력량요금만이 고려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 적용된 전력량요금 계산은 발전수익과의 단순비
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소비되는 시간별 전력 패턴은 고려되지 않았다.

3.2 설비이용률 계산방법
설비이용률(Capacity Factor)은 하루 중 발전소가 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의 비율로, 태양광발전시스템
의 경우 하루 24시간 중 발전시간의 비로 계산되며 식(3)과 같다.
일발전시간
설비이용률   × 


(3)

이때 발전시간은 설비의 용량에 대한 발전량의 비로, 시간당 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량대비 하루 중에 발
전량 총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식(4)와 같다.
발전량
발전시간  
설비용량

(4)

3.3 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석방법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개정된 전력배출계수13)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한 CO2
eq. (전력배출계수 0.45941)와 CO2배출량(전력배출계수 0.4567)을 계산하였으며, 산림청의 국내 주요 산림수
종의 표준 탄소흡수량자료와 비교하였다. 산림청자료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인 30년생 소나무
숲 1 ha는 매년 10.8 톤의 CO2를 흡수하며, 에너지효율 2등급 승용차가 연간 15,000 km를 달리 경우 승용차 1
대당 연간 2.43톤의 CO2를 배출한다고 한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년
평균 발전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4. 성능측정 결과 및 분석
4.1 외기조건
분석대상 기간 중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외기조건은 Fig. 3과 같다. 일사량은 봄철인 4, 5월 달이 가장 높
았으며, 태양의 고도가 연중 가장 높은 여름철은 장마의 영향으로 봄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태양
의 고도가 가장 낮은 겨울철의 일사량은 당연히 가장 낮았다.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2, 2021

31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Fig. 3 Solar irradiation and Temperature during the analysis period

4.2 태양광발전시스템 설비이용률
태양광발전은 주간시간대에만 가동되며, 일사량이 적은 새벽 및 저녁시간에는 발전용량만큼 전력을 생산하
기 어렵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월별 이용률은 주간시간에 한정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특성상 25%를 넘기는
어려우며, 2018년 태양광발전소의 이용률15)은 전국 평균 15.3%정도이다.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연평균 이
용률은 14.5% (연평균 발전시간 3.48시간)로 측정되었으며, 분석대상 기간 중 설비이용률, 일사량, 외기온도그
래프는 Fig. 4와 같다.

Fig. 4 Capacity factor, solar irradiation and outdoor temperature during the analys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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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이용률은 일사량과 외기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일사량이 증가할수록 발전효율이 증가되어 설비이용률
은 증가하며, 외기온도가 높을수록 발전효율이 감소되어 설비이용률은 감소하게 된다. Table 9에 계절별 일사
량, 외기온도, 설비이용률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 일사량이 가장 많은 봄철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비이용률
이 가장 높고, 일사량이 가장 낮은 겨울철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비이용률은 낮게 측정되었다. 또한, 비슷한
일사조건에서 외기온도가 높을 경우 설비이용률은 낮게 측정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 봄철 일평균 일사
량은 5.28 kWh/m2이고, 2018년 여름철 일평균 일사량은 5.79 kWh/m2로 여름철 일사량이 봄철 일사량보다
높으나 높은 외기온도의 영향으로 발전효율이 감소되어 여름철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비이용률은 낮게 측정
되었다.

Table 9 Outdoor temperature, Solar irradiation and Capacity factor by season
Year
2018

2019

2020

Category

Spring (3 ~ 5)

Summer (6 ~ 8)

Fall (9 ~ 10)

Winter (11 ~ 2)

Outdoor temperature (°C)

15.86

29.77

18.97

2.11

2

Solar irradiation (kWh/m )

5.28

5.79

4.30

3.02

Capacity factor (%)

17.21

17.13

14.59

11.44

Outdoor temperature (°C)

14.99

28.28

21.53

4.06

Solar irradiation (kWh/m2)

5.49

5.49

3.84

2.99

Capacity factor (%)

17.70

16.58

13.05

11.28

Outdoor temperature (°C)

14.72

28.28

19.91

4.76

2

Solar irradiation (kWh/m )

5.73

4.79

4.24

2.85

Capacity factor (%)

18.34

14.38

14.54

10.52

4.3 기대수익 및 발전수익
발전수익은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결과가 상이 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SMP+1REC고정가격계산방식으로
발전수익을 계산하였으며, 여기서 REC가중치는 고정변수이고, SMP+1REC고정가격과 SMP가격은 발전수익
을 결정하는 독립변수이다.
SMP가격은 국제유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인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SMP가격은 하락하였다.
또한,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의 지나친 공급량으로 수요를 초과한 REC공급량에 따라 REC
가격은 하락하게 되었고, 고정가격계약시장의 정책적인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SMP+1REC고정가격이
하락하게 되었다. 발전수익을 결정하는 두 개의 독립변수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Fig. 5의 그래프에
서와 같이 kWh당 태양광발전수익은 감소 추세에 있다. 발전수익은 고정가격방식으로 계산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SMP가격과 SMP+1REC고정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발전에 따른 판매수익은 감소하게 되었다. 현
물시장거래방식으로 발전수익을 계산하였을 경우 태양광 발전수익대비 전력량요금 절감효과는 더 커질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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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eneration profit per kWh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발전수익 및 전력량 감소에 따른 전력량요금 절감비용은
Fig. 6과 같다. 전력량요금 절감효과는 생산된 전력을 전력량요금으로 환산하였을 경우에 계산되었는데, 계산
에 적용된 전력량요금은 여름철(6 ~ 8월), 최대부하시간(10 ~ 12, 13 ~ 17)에 가장 높아 해당시간대에 가장 높
은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2019년 여름철의 태양광 발전량 판매에 따른 발전수익과 전력량요금 절감비용의 격
차는 2018년 대비 줄어들었으며, 2020년 경우 상대적으로 전력량요금이 높은 여름철의 전력량요금 절감비용
이 발전수익을 초과하였다.

Fig. 6 Comparison between generation profit and energy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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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온실가스 저감효과
년도 별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Table 10과 같다. 850 kW용량의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연평균 1074.0 MWh
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이것은 494.7 톤 CO2 eq.의 온실가스가 절감됨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
적인 30년생 소나무 숲 45.5 ha가 흡수하는 탄소량이며,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 승용차 약 202 대가 년 간 배
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와 같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709.1 Mt CO2 eq.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173.0 Mt CO2 eq.
에 해당하며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850 kW 급 발전시스템 약 350,000개가 절감하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같은 양이다.

Table 10 CO2 reduction and CO2 reduction indicator by year
Solar radiation
(kWh/m2)

Power generation
(MWh)

CO2 reduction
(ton CO2 eq.)

Pine grove
(ha)

Passenger car
(ea)

2018

1,643.0

1,102.0

506.3

46.6

207

2019

1,603.0

1,077.7

495.1

45.6

203

2020

1,571.4

1,050.7

482.7

44.4

197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운영결과를 분석하였다. 태양광발전으로 인
한 설비이용률, 발전수익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850 kW 급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연평균 발전량은 1076.8 MWh이다.
(2) 년도 별 설비의 이용률은 2018년 14.9% 2019년 14.5% 2020년 14.1%로 연평균 14.5%이다.
(3) 이를 통한 발전수익은 2018년 222.6 백만원, 2019년 200.9 백만원 2020년 178.4 백만원인데, 발전수익
이 매년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SMP+1REC 고정가격과 SMP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4) 생산된 전력을 전력량요금으로 환산하여 계산된 전력량요금 절감효과는 2018년 150.6 백만원, 2019년
147.0 백만원, 2020년 141.4 백만원이다.
(5) 2020년 여름철(6월 ~ 8월)에는 전력량요금 절감효과가 발전수익을 초과하였다.
(6)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연평균 30년생 소나무 숲 45.5 ha가 흡수하는 탄소량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는 승용차 약 202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절감하는 것과 같다.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스템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건물의 지붕, 산책로,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스템 뿐만 아니라 도시의 유휴부지, 농어촌지역
등 다양한 공간에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이 활성화되어야한다. 2019년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67%가 태양광설비이며17), 2050년 신재생에너지 로드맵18)에서도 태양광발전으로 최종에너지소비량 중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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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너지공급량의 15%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풍력발전과 함께 신에너지체계 구축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며, 에너지효율의 향상과 보급 활성화를 통해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기후변화의 주
범인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노력은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며,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경
제논리를 넘어서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천 친환경에너지
타운의 신재생에너지원 중 전력분야에 한정하여 운영결과를 분석하였다. 향후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구성
된 태양열, 지열, 하수열원 등 신재생열에너지의 운영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소비
전력패턴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을 자체적으로 소비하였을 경우 필요한 적정 ESS용량
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발생되는 모든 열 및 전력수요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후기
본 연구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 20182010
6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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