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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hydrologicperformancecharacteristicsofsmallhydropower(SHP)siteslocatedinfourmajorriversystems

havebeenstudied.Themodel,whichcanpredictflowdurationcharacteristicofstream,wasdevelopedtoanalyze

thevariationofinflow causedfrom rainfallcondition.Andanothermodeltopredicthydrologicperformancefor

SHPplantsisestablished.Monthlyinflow datameasuredatAndongdam for32yearswereanalyzed.The

predictedresultsfrom thedevelopedmodelsinthisstudyshowedthatthedatawereingoodagreementwith

measuredresultsoflongterm inflowatAndongdam.Theresultsfrom hydrologicperformanceanalysisforSHP

siteslocatedonfivemajorriversystemsbasedonthemodelsdevelopedinthisstudyshow thatthespecific

designflowrateandspecificoutputofSHPsitehavelargedifferencebetweentheriver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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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에 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장

에서는 에 지 해외의존도를 경감시키고 에

지를 안정시키기 하여 부존에 지를 최 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소수력자원은

다른 신재생에 지원에 비하여 에 지 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개발할 가치가 큰 부존자원

으로 평가되고 있다.1)

소수력자원의 개발을 해서는 해당지 에

서의 자원량의 산정이 매우 요하며,이의 산

정은 장기간의 측자료를 필요로 한다.2)그

러나 이러한 방법은 수행 인원 사용장비

등에 따른 경제 인 문제가 따른다.이와 같은

제한 을 해결하기 하여 수문학 인 츶정자

료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소수력발 입지에

한 수문학 특성을 분석하기 한 해석방법

이 연구되어 왔다.3)

본 연구에서는 수계별 소수력발 지 에

하여 소수력자원량의 분포특성을 분석하 다.

수계별 소수력자원량의 분포특성을 분석한 결

과,남한강, 강,섬진강수계의 경우에는 비교

좁은 범 에서 분포되어 있으나,북한강수

계와 낙동강수계는 지 에 따라 소수력자원량

의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유량지속곡선 측모델

부분의 소수력개발입지는 하천의 상류에

치하기 때문에 유입량 등에 한 수문학 인 실

측자료가 부족하여 유량지속곡선을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그러나 하천의 유입량은

해당 유역면 내의 강수량에 련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측할 수 있다.

하천에서의 월유입량은 해당유역의 월강수

량과 유역면 ,그리고 유출계수로부터 다음

과 같이 산정된다.4)

  × × × 

× 
 × × × 

(1)

식(1)을 통하여 측소에서 측정된 월강수

량자료를 월유입량으로 환산될 수 있으며,이

를 이용하여 유량지속곡선을 작성할 수 있다.

유량지속곡선은 유입량을 크기별로 시킨

것으로 가분포함수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

다.본 연구에서는 Weibull분포의 가분포함

수를 이용하여 유량지속곡선을 특성화하 으

며, 가분포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xp (2)

여기서 는 Weibull분포의 확률 도함

수를 나타내며,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xp (3)

소수력발 소에서의 유량지속곡선을 나

타내는 유량지속함수는 가분포함수와의

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5)

    ex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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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수력발 소 성능 측모델

그림 1은 낙차가 일정한 경우,유입량변화에

따른 소수력발 소의 출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월류 을 갖는 소수력발 소의 특성

을 나타내는 그림이다.하천에서의 유입량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단 시간당의 이상 인

수력에 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5)

소수력가용량은 이상 인 수력에 지의 연

간 총량으로써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6)

 Q, m3
/s

P
, 

k
W

Qr

P1 P2

Pi Pa

그림 1.소수력발 소의 출력특성

소수력발 소는 월류 을 사용하기 때문에 설

계유량이하의유입량은모두출력으로변환할수

있으나,설계유량이상의유입량의경우에는설계

유량에 해당되는 유입량만을 사용하고 과되는

유입량은 월류 상단을 통하여 방류하게 된다.

소수력발 소에서 얻을 수 있는 단 시간당

의 출력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7)

소수력발 입지에 소수력발 소를 건설할

경우,시설용량과 연간가동율은 다음과 같다.

     (8)

  (9)

연간출력량은 소수력발 입지에 소수력발

소를 건설할 경우,얻을 수 있는 연간 총에

지양을 의미하며,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10)

4.수계별 소수력자원 특성 분석

소수력가용량분석에앞서본연구에서개발된

유량지속함수의유용성을 확인하기 하여유역

면 이1,584인 낙동강수계의안동 에서32

년간('77∼'08)실측된유입량자료를분석하 다.

그림 2는 안동 유역의 32년간의 강수량자

료를 이용하여 유량지속특성을 측한 것으로

식(4)의 유량지속함수가 측정된 유입량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유량지속특성을 효과 으로

표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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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안동 의 유량지속곡선 측('77-'08)

수계별 소수력자원의 수문학 성능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북한강수계 6개소,남한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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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개소, 강수계 9개소,낙동강수계 12개소,

그리고 섬진강수계 6개소의 소수력발 입지를

선정하 다.선정된 소수력발 입지의 유역면

은 북한강수계의 경우,167∼496,남한강

수계는215∼2294, 강수계는278∼1804,

낙동강수계는 148∼1219 그리고 섬진강수

계는 311∼4209로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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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수계별 비가용량의 특성

그림 3은 단 유역면 당의 가용량,즉 비가

용량의 수계별 특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다.비가

용량은북한강수계의경우,1631∼2132,남

한강수계는1733∼1934, 강수계는1681

∼1879,낙동강수계는1399∼2281

그리고 섬진강수계는 1969∼2181의분

포를 나타낸다.비가용량의 분포 역은 낙동

강수계의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북

한강수계도 다른 수계에 비하여 분포범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유역면 에 따른 비가용량의 수계

별 특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강수계,남한

강수계 섬진강수계는 유역면 이 증가하여

도 비가용량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낙동강수

계와 북한강수계는 유역면 의 크기에 계없

이 비가용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이러한

상은 우리나라의 연강수량이 남에서 북으로

갈 수록 감소하기 때문으로 단된다.낙동강

수계는 하도가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소수력

발 지 의 치에 따라 비가용량의 크기의

변화가 크고,북한강수계도 이와 비슷한 경향

을 갖는다.반면에 강수계,남한강수계

섬진강수계는 하도가 서에서 동으로 길기 때

문에 소수력발 지 의 치에 계없이 일정

하게 분포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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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수계별 유역면 에 따른 비가용량의 변화

소수력발 소의 설계유량은 해당 지 의 수

문학 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여 유량지속곡

선상의 20%에서 30%사이에 해당하는 유량을

설계유량으로 선정한다.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설계유량으로 많이 선정되는 유량지속

곡선상의 25%에 해당하는 유량을 설계유량으

로 채택하 을 경우,수계별 수문학 성능특

성의 변화를 고찰하 다.

그림 5는 수계별 비설계유량의 특성을 나타

낸 것으로 북한강수계의 경우,0.01883∼0.02722

,남한강수계는0.02173∼0.02524,

강수계는 0.02283∼0.02673,낙동강

수계는 0.02042∼0.03228 그리고 섬

진강수계는 0.02765∼0.03130의 분포

를 나타낸다.비설계유량은 비가용량의 분

포와 유사하게 낙동강수계와 북한강수계

가 게 분포되고,남한강수계, 강수계

섬진강수계는 비교 작은 범 로 분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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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수계별 비설계유량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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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수계별 유역면 에 따른 비설계유량의 변화

그림 6은 유역면 에 따른 비설계유량의 변

화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강수계,남한강수

계 섬진강수계는 유역면 이 변하여도 비

설계유량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낙동강수계

와 북한강수계는 동일한 유역면 에서도 비

설계유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이러한

상은 우리나라의 비가용량의 분포와 계되어

나타나는 상이다.

그림 7은 수계별 연간가동율의 특성을 나타

낸 것으로,북한강수계의 경우,42.0∼44.5%,

남한강수계는 43.2∼44.3%, 강수계는 45.4∼

46.9%,낙동강수계는 44.7∼47.3% 그리고 섬

진강수계는 45.9∼47.2%의 분포를 나타낸다.

연간가동율은 수계별로 비교 작은 범 에서

분포되고 있으며,북한강수계가 연간가동율이

낮고,섬진강수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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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수계별 연간가동율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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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수계별 유역면 에 따른 연간가동율의 변화

그림 8은 유역면 에 따른 연간가동율의 변

화를 나타내는 그림이다.그림을 통하여 소수

력발 소의 설계유량을 유량지속곡선상에서

동일한 시간비의 유량으로 선정하는 경우,소

수력발 소의 연간가동율은 유역면 에 계

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수계별 비출력량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비출력량은 북한강수계의 경우,539∼

832,남한강수계는657∼768,

강수계는 726∼861,낙동강수계는

648∼1026 그리고 섬진강수계는 872

∼1002로 분포된다.비출력량은 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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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유량과 연간가동율의 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비설계유량의 특성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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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수계별 비출력량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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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수계별 유역면 에 따른 비출력량의 변화

그림 10은 유역면 에 따른 비출력량의 수

계별 특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강수계,

남한강수계 섬진강수계는 유역면 이 증

가하여도 비출력량의 변화가 크지않지만,낙

동강수계와 북한강수계는 유역면 의 크기

에 계없이 비출력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

다.이러한 상은 수계별 비설계유량의 분

포에 의한 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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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수계별 비설계유량에 따른 비출력량의 변화

그림 11은 수계별 비설계유량에 따른 비출

력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수계에

계없이 비설계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출력

량이 거의 선형 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북한강수계의 경우,비설계유량 0.01883

∼0.02722에서 비출력량은 539∼832

로 변하며,남한강수계는 0.02327∼

0.02524에서 657∼768로,

강수계는 0.02964∼0.02673에서 726

∼861로,낙동강수계는0.02532∼0.04068

에서 648∼1026로,섬진강

수계는 0.02042∼0.03228에서 872∼

1002로거의 선형 으로 변한다.

5.결 론

수계별 소수력발 입지의 소수력가용량과

출력량 등에 한 수문학 성능특성을 분석

하 으며,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량지속특성

측모델과 소수력발 소의 성능분석모델이

소수력발 소의 수문학 특성을 분석하는데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밝 졌다.

수계별 소수력발 입지에 한 분석결과,

강수계,남한강수계 섬진강수계는 소수력

발 입지의 치에 계없이 비가용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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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지않지만,낙동강수계와 북한강수계는

소수력발 입지의 치에 따라 비가용량의 변

화가 크게 나타났다. 한 비출력량의 경우에

도 비가용량과 유사하게 소수력발 입지의

치에 따라 강수계,남한강수계 섬진강수

계는 비출력량의 변화가 크지않지만,낙동강

수계와 북한강수계는 비출력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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