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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전
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의 태양광 발전 분포와 신규 태양광 접속신청 현황을 볼 때 태
양광 발전이 유리한 지역으로 편중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
로 인해 전력 회사는 전압 유지기준 초과 및 계통 여유용량 부
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력회사의
선제적인 전력설비 보강계획을 지원하고자 전국 태양광 현황,
지역별 계통 여유정보와 더불어 지리·환경적 요소, 법령 등을 고
려한 태양광 발전 입지분석과 입지별 잠재발전량 예측 시뮬레이
터를 개발하였다.
Abstract

1. 서

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의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즉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공용망 신청현황을 볼 때
2016년 10월 이후 2020년까지 31GW 이상이 신규 접속을 신청
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공용망 포화로 인한 계통접속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계통 설비 신설 및 보강에는 발전소 건
설 대비 그 이상의 장시간이 필요하고 설비 투자비도 그만큼 많
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태양광 발전의 경우 대부분 지가
가 싸며, 일조량이 좋은 호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발전량 증가
에 따른 전압 유지기준 초과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태양광 발전의 상업 운전 중인 현황과 연계 신청분 및 발전사업
의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규 태양광 발전의 증가 및 계
통연계가 예상되는 지역을 제시함으로써 설비 증설이 필요한 지
역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신규 접속의 계통 분산을 유도하기 위
해 입지 가능한 토지를 기준으로 입지를 분석하고 월별 발전량
을 예측하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발전사업자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2. 본

론

2.1 태양광 발전 입지분석

태양광 발전 입지분석을 위해 기본적으로 일사량, 일조시간과
같은 태양광 발전 효율과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요소뿐만 아니
라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 요소 및 법제도, 민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1].

표와 투자비 검토 지표를 도출하였다.
<표 1> 태양광 입지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태양광 발전 현황(상업운전, 연계예정,
의향조사), 설비현황(변전소 위치, 여유
용량), 태양광 발전실적
기상(일사량, 기온 등), 지형정보, 토지
특성정보, 토지이용현황, 공시지가 등

출처

한전 업무시스템
(송전이용, 전력구매계약,
영업배전정보 등)
기상청, 공공데이터 포털,
통계청 등

발전효율과 관련된 지표로는 일사량, 경사도, 가용면적을 사용
하였고, 투자비 검토를 위한 지표로는 공시지가, 인접도로와의
거리(선로연계 용이성), 주거지와의 거리(민원 영향도)를 사용하
였다.

<그림 1> 태양광 발전현황(좌, '20년) 및 전망(우, '28년)

2.1.2 입지점수 생성

전국 모든 주소에 대하여 6개의 지표별 각각의 데이터 분포를
확인하고, 누적분포에 따라 상대적인 입지점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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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형 지표값(X)에 대해 정렬하고, 지표데이터(X)에서 중복
을 제거한 각각의 지표데이터(I )에 대한 데이터 개수를 구해 m
번째 까지의 누적합을 계산한 뒤 전체 지표의 개수로 나누어
Xm 지표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2.1.1 데이터 정의

전국에 걸쳐 태양광 발전소의 지역별 입지를 분석하기 위해
<표1>과 같이 태양광 발전 현황정보와 계통접속이 가능한 인근
변전소의 여유용량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태양광 발전 현황에는
주소(위치), 용량, 연계(희망)연도, 연계(희망) 변전소 등의 데이
터를 포함하고 있어 <그림1>과 같이 GIS 상 전국의 태양광 발
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유리한 발전소 입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주소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발전효율 지

<그림 2> 입지(주소)별 일사량 지표에 대한 입지점수

<그림 2>은 전국 각 주소별로 제일 가까운 일사량 관측 데이
터(천리안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일사량값에 속하는 주소
데이터 개수와 입지점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 1926 -

2.2 태양광 입지별 잠재발전량 예측 모델 개발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 관련 모든 지
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한은 없다. 하지만 개발을 위해서
는 관련 지자체의 개발허가가 필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
한구역, 문화재보존·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의 용도가 있는
토지의 경우 인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관련 기관의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심의를 통과해야 하나 사실상 어렵다. 산지나 농지의
경우 전용 부담금이 부과되고 녹지나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개발
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상업 운전 중인 발전소의 주소별 지목을 고려
했을 때 입지가 가능한 토지를 기준으로 주소상 면적 대비 최대
잠재발전량을 산출하고 월별 발전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
였다.
2.2.1 입지 가능 지역 분석

태양광 발전의 입지가 가능한 토지의 지목을 전, 답, 대, 임야,
잡종지, 과수원, 목장용지, 염전 등으로 한정하고 분석을 수행하
였다. 단. 주거, 상업, 공장 등 용도로 이미 사용 중인 지역은 제
외하였다. 상업 운전 중인 발전소 및 연계 예정인 발전소를 표
시하고 설치가 가능지역을 시뮬레이션하여 히트맵으로 표현한
시스템을 <그림3>과 같이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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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태양광 월별 잠재발전량 예측 모델 성능
R2(결정계수)

0.79

설명분산점수

0.79

MAE

8.80

MSE

139.01

예측 모델의 테스트 결과 발전실적 데이터가 현저하게 값이
작은 이상값에 의해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터에서는 해당 지역의 잠재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이 목
적이므로 정상적인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사용하였다.
2.2.3 시뮬레이터 개발

태양광 입지별 잠재발전량 예측 시뮬레이션 절차는 <그림4>
와 같다. 특정 지역의 주소에 설치2 가능 면적(고정식 기준, 1kW
당 토지 평면 기준 약 13∼16m )으로 계산하고, 월별 발전시간
예측값을 곱하여 잠재발전량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나서 최인근
변전소의 여유용량 대비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림 4> 태양광 입지별 잠재발전량 예측 시뮬레이션 절차

특정 주소에서의 잠재발전량 예측과 입지지표별 점수산출 시
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시각화하여 보여주도록 구현
하였다.
<그림 3> 태양광 입지가능지역 분석 화면

2.2.2 입지별 잠재발전량 예측모델 개발

태양광 연간 월별 잠재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해 월별 발전실적
을 보유한 63,090호의 2019년∼2020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발전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일사량 및 종관
기상관측 데이터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월발전량과의 상관관계
분석하였다. 월일사량 합계는 0.83, 월최대지면온도가 0.72로 순
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예측 알고리즘으로는 XGBoost Regressor을 사용하였다. 약한
학습기를 결합하여 성능을 높이는 부스팅(Boosting) 앙상블 알
고리즘으로 Greedy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적의 상황을 판단하
여 예측모델을 학습한다. 학습이 빠르고, 병렬처리가 가능하며,
과적합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3].
모델 개발에 사용한 특징 데이터로는 각 월별 월평균기온, 월
평균최대기온, 월평균최소기온, 월최대기온, 월최소기온, 월강수
량합계, 월평균풍속, 월평균운량, 월일조시간합계, 월일조율, 월
일사량합계, 월평균지면온도를 사용하였다. 일부 누락 데이터는
선형보간하고 발적실적 및 장기간 누락 데이터는 제외한 총
100,872개의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MinMaxScaler(0-1)로 정규화
하였다. 80:20(80697:20175)으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고 예측값은 월발전량을 용량으로 나눈 1kW당 발전량, 즉
발전시간으로 하여 모델을 학습시켰다.
XGBoost 모델 학습 시 학습 손실(loss)를 줄여주는 변수 중요
도(Feature Importance)를 계산해 주는데, 여기서는 월일사량합
계, 월일조시간합계, 월평균운량, 월평균지면온도, 월최대기온 순
으로 나타났다.
모델 성능평가 지표로는 결정계수(R2)와 설명분산점수, MAE
(Mean Absolute Error)와 MSE(Mean Squared Log Error)를 사
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그림 5> 태양광 발전 입지분석 시뮬레이터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규 태양광 발전 가능지역에 대해 예상 발전
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GIS 기반의
태양광 발전 현황, 입지분석, 잠재발전량 예측 시뮬레이션 기능
을 제공하는 시각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성과물은 후속 과제로 수행 중인 중장기 태양광 발전
연계 용량 예측 연구와 더불어 계통포화가 발생할 지역과 시기
를 예측하여 제시함으로써 신설 변전소가 필요한 시기와 위치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한전의 공정관
리절차서 상 변전소 건설 용지 확보 등 행정 소요 기간을(21개
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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