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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ll hydropower is one of the many typ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which South Korea is planning to develop, as the

country is abundant in endowed resources. In order to fully utilize small hydropower resources, there is a need for greater pre-

cision in quantifying small hydropower resources and establish an environment in which energy sources can be discovered using

the small hydropower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This study has given greater precision to calculating annual electricity gen-

eration and installed capacity of small hydropower plants of 840 standard basins by inquiring into average annual rainfall, basin

area and runoff coefficient, which is anticipated to promote small hydropower resources utilization. Small hydropower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was also established by additionally providing base information on quantified small hydropower resources and

analysis function and small hydropower generator status, rivers, basin, rainfall gauging station, water level gauging station etc., all

of which were not provided by the domestic hydropower Resources Map System. Established GIS small hydropower energy sys-

tem can be used to basic information for active uses of small hydropower energy which is scattered to the entir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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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소수력은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는 부존량이 매우 풍부하여 최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소수력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소수력 자원량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에너지원 발굴

의 기반환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평균강우량, 유역면적, 유출계수를 세분화시켜 840개의 표준유역에 대한 소수력 발전

소 시설용량과 연간전기생산량을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소수력 자원량과 분석기능, 그리고 국내 소수력 자원지도시스템에서 제

공되지 않았던 소수력 발전소 현황, 하천, 유역, 강우관측소, 수위관측소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여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소수력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 시설용량, 연간전기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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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수력은 친환경적인 청정에너지 중 하나로 다른 대체 에

너지원에 비해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 개발 가치가

큰 부존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수력 부존량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제 2차 석유파동 이후

1982년에 소수력 개발 활성화 방안이 공표되면서부터 소수력

자원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1987년 12

월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및 1988년 5월 “동법 시행령”

을 제정·공포하고, 정부주도 하에 소수력 발전소 건설에 관

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결과 현재 개발완료 후 운영 중인 소수력 발전소는 총 61개

지점으로 약 76,532 kW 시설용량이 개발되고 있으나, 개발가

치가 큰 부존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소수력은 그 부존량에

비해 운영 중인 발전소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러므로 소수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 기반

확충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국민의 인식변화와 관련기술 개

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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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접목한 다양한 응용시스템 구축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Gismalla and Bruen(1996)은

개발도상국의 소수력 개발에서 GIS 활용의 효율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Kaijuka(2007)는 소수력 계획 시 GIS를 이용하

여 전원지역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개발 우선순위와 투자규

모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소수력 개발의 지속가능성이 최

근 강조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GIS

자료를 분석하여 소수력 입지를 탐색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Baban and Wan-Yusof, 2003). 국내의 경우 산업자원부

(2006)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목표로 신

재생에너지 자원조사·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태양, 풍

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지열에 대한 에너지 정보를 하나의

자원지도시스템으로 나타내었다. 김길호(2008)는 소수력 개발

을 위한 타당성분석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GIS tool을

이용하여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개발한 시스템으로 입

지 및 적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소수력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국내·외

적으로 다양한 응용시스템이 구축되어 왔으나 전국에 산재되

어 있는 소수력 자원 발굴을 위한 자원지도시스템은 아직까

지 초보단계이며, 실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소수력 자원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소수력 자원량 산정의 정확성과 GIS 상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미흡하다. 따라서 소수력 자원량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소수력 자원정보를 GIS 상에 제공하는

방법을 현대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수력 자원

지도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소수력 지리정보시스

템에 반영하였으며, 소수력 자원량 산정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세분화하여 소수력 자원량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산정된 소수력 자원량과 소수력과 관련된 기초정보를 제공하

고, 분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을 구

축하고자 한다.

2. 소수력 발전소의 수문특성

2.1 연평균유량

소수력 개발 지점에서의 사용 유량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

법은 해당 지점에 유속계 또는 수위계를 사용하여 장시간에

걸친 측정결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사용 유량을 결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장기간에 걸친 작업이

필요하고, 인원 및 장비에 따른 경제적 문제도 수반되어 소

수력 개발 지점에 대한 특성을 단기간에 분석하기에는 부적

합하기 때문에 소수력 개발 지점의 인근 강우관측소에서 측

정된 강우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예측 할 수 있다(박완순,

2003). 이러한 하천의 유량은 해당지역의 연평균강우량과 유

역면적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1)

여기서, A는 유역면적(km2), k는 유출계수, Qa는 연평균유

량(m3/sec), 는 연강수량(mm)이다(박완순, 2003).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연평균강우량, 유출계수, 표준유

역면적을 이용하여 연평균유량을 산정하였다.

2.2 소수력 발전소의 시설용량 및 연간전기생산량

소수력 발전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소수력 발전소의 시설

용량, 연평균 가동률 그리고 연간전기생산량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소수력 발전소의 시설용량은 식 2와 같이 유효

낙차, 유량, 시스템 효율의 곱으로 표시되며, 연간전기생산량

은 1년을 시간으로 환산한 값인 8,760시간에 소수력 발전소

시설용량과 연평균 가동률의 곱으로 식 3과 같이 산정된다.

C = ρgHeQrηs (2)

Ea = 8,760CLf (3)

여기서, ρ는 유체의 밀도(kg/m3), g는 중력가속도(9.8 m/

sec2), He는 유효낙차(m), Qr은 설계유량(m3/sec), H는 낙차

(m), ηs는 소수력 발전소의 효율(%), Lf는 가동률이다(박완순,

2003).

소수력 발전소의 시설용량(C)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유

량(Qr)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수력 발전소를 통과하는 유량은

계절별, 월별로 달라 장시간에 걸친 작업이 필요하고, 소수력

개발 후보 지점의 선정과 선정지점에 대한 특성을 단기간에

분석하기에는 부적합한 요소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각 표준유역 인근 강우 관측소 자료를 통해 얻은 연

평균유량(Qa) 자료를 이용하여 소수력 발전소의 시설용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산정된 시설용량을 바탕으로 일반하천

(ρ = 1,000 kg/m3)에서의 소수력 발전소의 시설용량(C)과 연간

전기생산량(Ea)을 산출하였다. 

3. 국내 소수력 자원지도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소수력 자원량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수력 자원지도시스템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1996)에서 제시한 한강, 금강, 낙동

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로 구분된 5개의 연평균강우량과 유

출계수를 바탕으로 792개의 배수구역으로 분류하여 소수력

자원량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소수력 자원량은 각 수

계별 연평균강우량과 유출계수가 동일하여 배수구역에 대한

소수력 자원량이 유역면적의 크기에 따라 소수력 자원량의

크기가 결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자원량 산정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평균강우량과 유출계수를 보다 세분

화시켜 소수력 자원량 산정에 정확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

다. 또한, 유역을 구분함에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

수력 자원지도시스템은 배수구역을 기준유역으로 적용하였으

나, 소수력 자원량 산정 시 기준유역으로 배수구역은 적합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의 수자원단위지도에서 제공하는 표준유역 개념을 사용하였

다. 이는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지점 대부분이 하천유역과

기존 수자원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유역을 나

Q
a

R
t

10
3–

A× 10
6

k×××

365 24× 60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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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기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할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기준유역을 표준유역 개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3.2 소수력 자원지도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수력 자원지도시스템은 배수구

역별 소수력 자원량 검색이 가능하며, 배수구역별 소수력 주

제도를 작성하여 시스템 사용자가 배수구역별 소수력 자원량

을 개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

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태양과 풍력에 맞춰진 시스템으로

각 배수구역별 소수력 자원량 정보가 Map과 연계되어 제공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수력 자원지도시스템을 구축 시

자료 수집 및 분석,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자료입력, 공간자료

편집 및 검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수력 자원 정

보조회 시 해당 유역의 자원량 정보와 Map이 연계되어 제공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대상 자료를 입력 한 후 공간자료 편집 과정을 통해 공간자

료와 속성자료 입력 및 편집 과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또

한, 시스템 사용자가 840개로 구분되어진 표준유역에 대한

소수력 자원량이 아닌 다른 유역에 대한 소수력 자원량을 산

정하고자 할 때 분석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에 대한 소

수력 자원량 산정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입력하면 보유한 데

이터 통계처리에 의해 소수력 자원량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소수력 자원량 산정

4.1 연평균강우량 

최근 국소지역에 강우가 집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유

역평균 강우량이 강우관측소의 공간적 분포 및 밀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보다 세분화된 연평균강우량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토해양부, 기상청의 최근 10년

(1999년~2008년) 연평균강우량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결측치

및 이상치가 존재한 국토해양부 강우관측소에 대한 자료는

RDS(Reciprocal Distance Squared method) 방법을 이용하

여 이를 보완·보정하였다. RDS 방법은 인근 관측소에서 관

측된 강우량을 기준으로 거리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

완 및 보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실제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

하지는 못하지만 그 방법이 합리적이고 간단하여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R은 결측치 또는 이상치에 대한 보완·보정 강우

량(mm), Pi은 인접 관측소 강우량(mm), Di는 결측치 또는

이상치 강우관측소와 인접 관측소 간의 거리(km), n은 보완·

보정에 사용된 관측소의 수이다.(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2006)

4.2 유출계수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에서는 현 상황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섬진강 권역의 장기간의 자연유

출량 자료를 수위-유량 관계곡선에 의해 산정하는 것은 자료

의 가용성 부족 및 신뢰성 면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우-유출모형인 탱크모형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을 수자원 단위지도의 113개 중권역으로 나누어 토양수분 저

류구조 탱크모형에 의해 각 소유역별로 산정된 1974~2003년

의 자연 유출계수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장기종

합계획(2006)에서 산정한 유출계수를 소수력 자원량 산정에

필요한 유출계수로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을 표 1에 나타내

었다.

4.3 유역면적

유역면적은 소수력 자원량 산정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준 유역으로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자원단위지도의 표준유역을 적용하였다. 적

용한 표준유역의 분할은 2002년 3월 “물관리 정보 표준화

실무 소위원회”에서 관련 부처 관계자(국토해양부, 농림수산

식품부, 환경부의 물 정보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수자원정보체계의 보다 효율적

인 운영과 자료의 생산·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도모

하기 위한 기반으로 물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제시되었다.

표준유역은 중권역을 기준으로 중권역 내의 자연하천 합류지

점과 수자원 시설물 및 주요 통제지점(법정하천, 기존 홍수예

보의 소유역 분할 지점, 주요 댐)을 유역출구지점으로 하고,

분수계를 경계로 840개의 표준역으로 구분하였다.

4.4 표준유역면적별 소수력 자원량 산정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자원량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분화된 연평균강우량, 유출계수, 표준유역면적을 바탕으로

840개 표준유역에 대한 연평균유량, 소수력 발전소 시설용량

과 연간전기생산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유량은 수집 및 분석한 표준유역별 연평균강우량, 유

출계수, 유역면적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식 1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각 표준유역에 대한 소수력 발전소의 시설용량

은 산정된 연평균유량을 바탕으로 식 2를 이용하여 산정하였

다. 손병찬 등(1982)은 소수력 발전소의 효율은 댐식 발전의

경우 손실 낙차와 수차 발전기 효율 및 수위 변동에 대한

R

P
i

D
i

2
⁄( )

i 1=

n

∑

1 D
i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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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

표 1. 유출계수

권역명 유출계수(k, %) 권역명 유출계수(, %)

한강권역 56.8 만경강권역 61.9

낙동강권역 56.2 동진강권역 61.2

금강권역 57.4 형산강권역 54.2

섬진강권역 59.1 동해안권역 55.4

영산강권역 61.3 서해안권역 55.8

임진강권역 56.5 남해안권역 58.9

안성천권역 55.3 전국권역 58.3

삽교천권역 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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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금강권역 소수력 자원량 산정 결과 

중권
역명

표준유역명 관측소명
연평균
강우량
(mm)

유출
계수

유역
면적
(km2)

연평균
유량

(m3/sec)

설비
용량
(kW)

연간전기
생산량
(kWh)

용담댐

장계천합류점 장수(기) 1,438.0 0.574 116.47 3.05 23.00 80,606.72 

장계천 장수(기) 1,438.0 0.574 114.42 2.99 22.60 79,187.95 

구량천 장수(기) 1,438.0 0.574 172.38 4.51 34.05 119,300.98 

진안천합류점 장수(기) 1,438.0 0.574 82.56 2.16 16.31 57,138.24 

진안천 전주(기) 1,505.4 0.574 89.40 2.45 18.48 64,770.26 

정자천 전주(기) 1,505.4 0.574 143.52 3.93 29.67 103,980.17 

주자천 금산(기) 1,322.2 0.574 126.72 3.05 23.01 80,633.47 

용담댐 금산(기) 1,322.2 0.574 84.88 2.04 15.41 54,010.17 

평 균 1,425.9 0.574 116.29 3.02 22.82 79,953.49 

용담댐
하류

용담댐하류 금산(기) 1,322.2 0.574 127.72 3.07 23.19 81,269.78 

평 균 1,322.2 0.574 127.72 3.07 23.19 81,269.78 

무주
남대천

무주남대천상류 무주 1,195.8 0.574 225.06 4.90 36.96 129,525.10 

무주남대천중류 무주 1,195.8 0.574 100.46 2.19 16.50 57,816.10 

무주남대천하류 무주 1,195.8 0.574 138.56 3.02 22.76 79,743.17 

평 균 1,195.8 0.574 154.69 3.37 25.41 89,028.12 

영동천

봉황천합류점 금산(기) 1,322.2 0.574 89.94 2.16 16.33 57,229.91 

봉황천상류 금산(기) 1,322.2 0.574 112.33 2.70 20.40 71,476.94 

봉황천하류 금산(기) 1,322.2 0.574 135.05 3.25 24.52 85,933.95 

호탄수위표 금산(기) 1,322.2 0.574 121.08 2.91 21.99 77,044.67 

초강합류점 금산(기) 1,322.2 0.574 101.68 2.45 18.46 64,700.22 

영동천 금산(기) 1,322.2 0.574 145.43 3.50 26.41 92,538.87 

평 균 1,322.2 0.574 117.59 2.83 21.35 74,820.76 

초강

초강상류 추풍령(기) 1,236.9 0.574 259.02 5.83 44.00 154,183.01 

석천 추풍령(기) 1,236.9 0.574 221.17 4.98 37.57 131,652.60 

초강하류 추풍령(기) 1,236.9 0.574 184.43 4.15 31.33 109,782.92 

평 균 1,236.9 0.574 221.54 4.99 37.63 131,872.84 

대청댐
상류

보청천합류점 문경(기) 1,384.6 0.574 120.42 3.03 22.90 80,241.63 

평 균 1,384.6 0.574 120.42 3.03 22.90 80,241.63 

보성천

보청천상류 문경(기) 1,384.6 0.574 77.28 1.95 14.70 51,495.37 

항건천 보은(기) 1,341.0 0.574 63.31 1.55 11.66 40,860.18 

삼가천합류점 보은(기) 1,341.0 0.574 79.94 1.95 14.72 51,593.15 

삼가천 보은(기) 1,341.0 0.574 132.01 3.22 24.31 85,199.05 

보청천중류 보은(기) 1,341.0 0.574 87.45 2.13 16.11 56,440.09 

보청천하류 추풍령(기) 1,236.9 0.574 113.57 2.56 19.29 67,603.14 

평 균 1,330.9 0.574 92.26 2.23 16.80 58,865.16 

대청댐

대청댐상류 보은(기) 1,341.0 0.574 137.73 3.36 25.37 88,890.73 

소옥천상류 대전(기) 1,399.8 0.574 104.14 2.65 20.02 70,156.80 

소옥천하류 대전(기) 1,399.8 0.574 87.42 2.23 16.81 58,892.90 

대청댐 보은(기) 1,341.0 0.574 294.86 7.20 54.31 190,302.19 

대청댐조정지 보은(기) 1,341.0 0.574 43.33 1.06 7.98 27,965.11 

평 균 1,364.5 0.574 133.50 3.30 24.90 87,241.55 

갑천

갑천상류 대전(기) 1,399.8 0.574 156.94 4.00 30.17 105,726.98 

유성수위표 대전(기) 1,399.8 0.574 93.90 2.39 18.05 63,258.34 

유등천상류 대전(기) 1,399.8 0.574 141.94 3.62 27.29 95,621.81 

대전천 대전(기) 1,399.8 0.574 89.38 2.28 17.18 60,213.31 

유등천하류 대전(기) 1,399.8 0.574 59.23 1.51 11.39 39,901.93 

갑천하류 대전(기) 1,399.8 0.574 107.59 2.74 20.69 72,480.98 

평 균 1,399.8 0.574 108.16 2.76 20.80 72,8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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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ontinued

중권
역명

표준유역명 관측소명
연평균
강우량
(mm)

유출
계수

유역
면적
(km2)

연평균
유량

(m3/sec)

설비
용량
(kW)

대청댐
하류

매포수위표 가덕 1,255.0 0.574 58.78 1.34 10.13 35,502.26 

미호천합류점 가덕 1,255.0 0.574 71.04 1.62 12.25 42,907.12 

평 균 1,255.0 0.574 64.91 1.48 11.19 39,204.69 

미호천

한천 오류 1,282.0 0.574 85.83 2.00 15.11 52,955.77 

미호천상류 오류 1,282.0 0.574 202.98 4.74 35.74 125,235.50 

백곡댐 오류 1,282.0 0.574 85.66 2.00 15.08 52,850.89 

백곡천 진천 1,388.0 0.574 39.79 1.01 7.59 26,579.67 

원남댐 오류 1,282.0 0.574 75.72 1.77 13.33 46,718.06 

미호(초평)댐 오류 1,282.0 0.574 56.85 1.33 10.01 35,075.57 

보강천 증평 1,362.4 0.574 157.61 3.91 29.49 103,341.46 

미호천중류 진천 1,388.0 0.574 112.45 2.84 21.44 75,116.46 

북일수위표 증평 1,362.4 0.574 108.22 2.68 20.25 70,957.51 

무심천 증평 1,362.4 0.574 197.31 4.89 36.92 129,371.89 

병천천상류 병천 1,351.6 0.574 145.89 3.59 27.08 94,898.62 

병천천하류 병천 1,351.6 0.574 220.30 5.42 40.90 143,300.88 

석화수위표 증평 1,362.4 0.574 105.35 2.61 19.71 69,075.71 

조천 병천 1,351.6 0.574 136.27 3.35 25.30 88,641.00 

미호천하류 병천 1,351.6 0.574 125.60 3.09 23.32 81,700.37 

평 균 1,336.1 0.574 123.72 3.02 22.75 79,721.29 

금강
공주

용수천 반포 1,592.2 0.574 95.14 2.76 20.81 72,903.26 

금남수위표 반포 1,592.2 0.574 86.14 2.50 18.84 66,006.80 

대교천 반포 1,592.2 0.574 65.94 1.91 14.42 50,528.07 

공주수위표 반포 1,592.2 0.574 98.70 2.86 21.58 75,631.19 

유구천합류점 공주 1,436.9 0.574 197.68 5.17 39.01 136,702.19 

유구천 공주 1,436.9 0.574 282.62 7.39 55.78 195,440.98 

어천합류점 공주 1,436.9 0.574 120.64 3.16 23.81 83,426.51 

지천합류점 정산 1,437.3 0.574 171.45 4.49 33.85 118,596.29 

지천상류 청양 1,410.3 0.574 170.18 4.37 32.96 115,506.44 

지천하류 정산 1,437.3 0.574 76.22 1.99 15.05 52,723.30 

규암수위표 정산 1,437.3 0.574 96.95 2.54 19.14 67,062.76 

금천 홍산 1,451.6 0.574 165.16 4.36 32.93 115,381.99 

석성천 복룡 1,426.7 0.574 152.18 3.95 29.82 104,490.41 

논산천합류점 복룡 1,426.7 0.574 65.04 1.69 12.74 44,658.01 

평 균 1,479.1 0.574 134.53 3.51 26.48 92,789.87 

논산천

논산천상류 장선 1,474.5 0.574 148.51 3.99 30.08 105,386.91 

탑정댐 연산 1,399.7 0.574 70.91 1.81 13.63 47,767.07 

노성천 연산 1,399.7 0.574 202.47 5.16 38.92 136,389.78 

강경천 강경 1,344.3 0.574 123.46 3.02 22.80 79,874.59 

논산천하류 연산 1,399.7 0.574 120.75 3.08 23.21 81,340.77 

평 균 1,403.6 0.574 129.40 3.41 25.73 90,151.82 

금강
하구언

입포수위표 함열 1,355.2 0.574 228.69 5.64 42.57 149,154.63 

길산천 함열 1,355.2 0.574 113.04 2.79 21.04 73,726.18 

금강하구언 함열 1,355.2 0.574 194.85 4.81 36.27 127,083.74 

평 균 1,355.2 0.574 178.86 4.41 33.29 116,654.85 

금강권역 평균 1,343.7 0.574 130.26 3.17 23.95 83,9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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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차의 감소 요인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값을 0.77로 분석하

였으며, 이 값을 840개의 표준유역에 대한 소수력 발전소 시

설용량 산정 시 소수력 발전소 효율로 사용하였다. 또한, 유

효낙차는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소수력 자원량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나, 소수력 발전소 개발자가 해당

유역 내에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개발형식과 보

의 높이에 따른 수리해석이 선행되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효낙차를 기본 단위인 1 m로 가정하여 소수

력 발전소 시설용량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시설용량을

바탕으로 840개의 표준유역에 대한 소수력 발전소 연간전기

생산량을 식 3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연간전기생산량은 가

동율이 1년 동안에 최대 출력만으로 발전을 한다고 가정할

때의 총시간을 8,760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연평균가동율을 고

려하여 산정된다. 국내 소수력 자원평가 및 타당성조사 연구

(손병찬 등, 1982)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특성과 수리수

문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평균가동율을 40%로 사용하였으

며, 이 값을 840개 표준유역에 대한 소수력 발전소 연평균가

동율로 사용하였다.

산정된 소수력 자원량은 한강, 안성천, 한강서해, 한강동해,

낙동강, 형산강, 태화강, 회야·수영, 낙동강동해, 낙동강남해,

삽교천, 금강서해, 만경·동진, 섬진강, 섬진강남해, 영산강,

탐진강, 영산강남해, 영산강서해, 제주도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에 대한 소수력 자원량을 산정하였으며, 21개의 대권

에 대한 자료에서 표준유역 수가 78개인 금강 권역에 대한

소수력 자원량 산정 결과를 예시로 표 2에 제시하였다. 

5.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5.1 데이터베이스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은 크게 하천정보, 기상정보, 수문정보,

지형정보, 유역정보, 분석정보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정보는

표 3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누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다.

5.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수력 자원량 산정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되, 공

간분석이 가능하도록 지형정보와 함께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

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도와 병행하여 표 3에서 제시하

고 있는 기초정보(소수력 발전소 현황정보, 소수력 발전소 시

설용량 정보, 하천정보, 강우관측소 정보, 수위관측소 정보), 연

평균유량, 시설용량, 연간전기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

스화하여 정리·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소수력 자원을 표현해 줄 주제도를 구축하였다. 이는 소

수력 발전소 시설용량 및 연간전기생산량에 대한 자원정보와

각 유역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보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5.3 속성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속성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소수력 발전소 현황 및 시설용량,

소수력 자원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현황을 관리하고, 소

수력 자원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자료의 확

인을 위하여 대상범위를 설정하고, 소방방재청 통합GIS 구축

자료,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기상청 등에

서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5.4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구성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기본적인 화면 구성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툴바기능(확대, 축소, 전체보기,

이동, 이전보기, 다음보기, 선택), 기초정보, 소수력 자원, 소

수력 분석 기능, 레이어 관리 기능, 유역찾기, 지역찾기 기능

등으로 구성하였다.

5.5 기초정보

국내 소수력 발전소 현황 및 시설용량, 하천, 유역, 강우관

측소, 수위관측소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 상에

제공하였다. 이는 시스템 사용자가 현재 운영 중인 소수력

발전소 현황과 각 발전소의 시설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소

수력 자원량 산정 시 필요한 수문자료와 유역정보, 관측소

정보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다. 그림

표 3. 데이터베이스 구성

구분 항목 내용

1 하천정보
하천명, 하천길이, 유역정보, 행정
구역 정보 등

2 기상정보
관측소명, 관측개시일, 주소지, 
유역정보 등

3 유역자료 유역구분, 유역명, 유역코드 등

4 수문자료
수위관측소, 수위정보, 관측개시일 
주소지 등

5 지형정보
유역단위, 행정구역단위 정보, 
GIS 정보 등

6 분석정보 분석개시일, 분석결과 등

7 소수력자원 정보
소수력 발전소 시설용량 및 
연간전기생산량 등 그림 1.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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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수문자료와 유역정보, 수위·강우·기상 관측소 정보 및

하천·유역 정보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과 기상청 자료 등에서 얻은 자료를 수집하여 지형데이터의

정위치 편집을 통해 소수력 자원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를 제공하였다. 그림 2는 기초정보 중 하천정보에 대한 자료

로 하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구축하였

으며, 다른 기초정보들도 그림 2와 같이 해당지점을 지정하

거나 클릭하면 그 지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5.6 소수력 자원정보

본 연구에서 산정한 표준유역별 연평균유량, 소수력 발전소

시설용량, 연간전기생산량을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 상에 제

공하였다. 표준유역별로 산정된 결과물은 소수력 지리정보시

스템 사용자가 원하는 유역에 대한 소수력 자원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그림 3은 표준유역별 소수력 자원량

조회 결과로 엑셀과 같은 필터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 사용

자가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구축하였다. 

또한, 840개 표준유역별 소수력 자원량 결과에 대한 주제

도를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 상에 나타내었다. 그림 4는 표

준유역별 소수력 발전소 시설용량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소수력 자원량을 개략적인 파악이 가능한 주제도로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의 소수력 자원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다.

5.7 소수력 분석기능

분석기능은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 사용자가 매개변수를 달

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 및 기준을 선정하여 시스템 상

에 제공되고 있는 결과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그림 5와

같은 분석 기능을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에 제공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우

리나라 국토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소수력 자원량을 산정하

였으며, 이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수력 자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소수력 자원량 산정에 중요한 매개변수인 연평균강우량,

유역면적, 유출계수를 세분화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림 2. 하천 정보

그림 3. 소수력 자원량 조회

그림 4. 표준유역별 시설용량 주제도

그림 5. 소수력 분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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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개 표준유역에 대한 소수력 발전소 시설용량과 연간

전기생산량을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2)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시 자료 수집 및 분석, 수

치지형도를 이용한 자료입력, 공간자료 편집 및 검수작

업을 실시하여 소수력 자원 정보와 Map 정보를 일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본 연구를 통해 산정된 소수력 자원량과 소수력 자원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에 제공하였으

며,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 사용자가 매개변수를 달리하

여 시스템 상에 제공되고 있는 결과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분석기능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소수력 지리정보시스템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소수력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기초정

보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시스템 사용자가 소수력 발전소

후보지점을 선정함에 있어 데이터를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대상 지점에 대해 분석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유용

하다.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소수력 자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점의 유효낙차 정보까지 제공된다면 앞

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소수력 발전소 설치 지점을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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