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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석유는 지난 100년 이상 원격지 마을의 력생산을 가능하게 해왔으며, 지속 인 력공 이 가능한 장 을 

갖고 있다. 섬과 원격지 마을에서 석유만을 의존한 력생산은 몇 가지 험과 단 을 갖고 있다. 석유를 사용

한 발 은 험한 연료 연계매매 략을 사용하여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더 비싸지기도 한다. 섬과 원격지 공

동체 주민은 미래 기후변화 향에 한 우려와 탄소배출의 감축을 한 응행동 요구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험과 단 은 제조업체에서 태양 , 풍력  에 지 장장치 기술 등의 단가를 지속 으로 여서 극

복할 수 있다. 비용을 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재생에 지원 배

치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장시공 비용을 이는 방안을 검토하 다. 본 논문에서는 GIS를 이용

하여 재생에 지설비의 최 치  선로 경과지를 가능하게 하는 편리하고 간단한 설계해법을 제안한다. 제

안된 방법은 GIS를 사용하여 거문도를 상으로 구 하 으며 장조사를 통하여 설계타당성을 확인하 다.

ABSTRACT

For well over 100 years, oil has enabled remote communities to generate electricity and enjoy the benefits of a consistent electrical supply. 

Relying solely on oil for electricity generation has left island and remote communities exposed to several risks and drawbacks. Oil-based 

electricity generation is often more expensive and subject to price volatility, which can result in the use of risky fuel hedging strategies. The 

residents of islands and remote communities express concern over the future impacts of climate change or insist on their opinions for the 

corresponding action with reduction of carbon emissions. These risks and drawbacks can be overcomed with continuing cost reductions in solar, 

wind, and energy storage technologies by maker. Reducing costs is not always a straightforward process, relying on more diversely and renewably 

arranged renewable energy sources led to reduced local construction cost in every situation reviewed in this study. In this paper, a convenient and 

simple design solution which will facilitate the optimum location and transmission route of renewable energy facility using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s proposed. The suggested solutions exercised to the case of geomoon island using GIS and identified by local sit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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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석유가격은 세계경제의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

으며, 우리나라 경제도 석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항

상 가장 큰 외 인 요소가 되고 있다. 2017년 1분기 

두바이유 가격은 OPEC 산유국과 러시아 등 비 

OPEC 산유국들의 감산과 원유 선물시장의 투기성 자

 유입으로 최고가격 55.45$/B까지 상승하 으며, 2

분기 두바이유 가격은 1분기 보다 수요가 증가하 음

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OPEC의 감산 면제국 원유 생

산 증가, 원유 선물 시장의 투기성 자  유출로 1분기

에 비해 하락하 다. 세계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이

어나갈 망으로 2017년 하반기 유가 측을 보면 두

바이유 기  배럴당 5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측하

고 있다. 이러한 안정 인 추세는 엔진발 기를 사용

하는 도서를 경제 인 이유로 에 지자립섬으로 환

하는 것은 용하기 어렵고, 에 지자립섬을 구축하기 

해서 재생에 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 정에 따

른 탄소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온실가스감축 목 이 요한 역할을 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1-2]. 

2012년 7월 인도의 정 사태를 계기로 분산 원과 

마이크로그리드에 한 필요성이 증 되었으며, 특히 

정 과 계없이 운  가능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의 표 인 용사례인 에 지자립섬 구축이 세계

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스템 비용, 환경성, 재생에 지

자원의 풍부한 보유, 그리드에 한 안정성, 구매와 

운송 그리도 시공에 어려움이 가 되는 원격지나 오

지의 용성, 정부의 지원정책 등이 고려해야 할 요

한 요소이다[3]. 에 지자립섬에 용되는 마이크로그

리드 기술은 태양 , 풍력 등의 신재생에 지 기반의 

분산발 원, 력을 장하여 필요 시 사용 가능하게 

하는 ESS, 유효/무효 력 제어  력품질 보상, 원

격제어  감시기능, 계통연계/단독운 을 제어하는 

PCS(: Power Conditioning System), 계통의 보호를 

한 STS/IED(: Static Transfer Switch/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범용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Network Gateway, 그리고 에 지 생산과 경제  

을 제어하는 장치인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으로 구성된다[4-6].

마이크로그리드 설계는 부하패턴분석, 신재생에

지원의 최 도입용량  출력 측, 에 지 장장치 용

량 설계 등 엔지니어링이 요구된다.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설계를 검증하기 해서는 부하량 함수를 생

성, 재생에 지원 출력계산, ESS  엔진발 기 운

방법수립, 연간 경제성평가 등의 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생에 지원은 도서지역의 특성에 합한 용

량, 종류, 비상발 기와 ESS 연계성 등을 조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재생에 지설비의 설치비용은 제조

단가와 장시공비용으로 구분되며, 제조단가는 경쟁

입찰에 의해서 최 단가로 구입할 수 있으나 장시

공은 재생에 지설비 설치 치와 력선 경과지 결정

이 가장 요한 요소가 된다. 재는 에 지자립섬 구

축은 사업자가 면 한 장조사이후 사업결정이 이루

어지고 있어서 개발자는 사업성유무를 확인하기 하

여 많은 사 개발비용 투자가 요구된다[7]. 본 연구에

서는 라남도 거문도를 상으로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하여 Dirty Area를 선정

하고, 재생에 지설비 치와 경과지를 한 에 확인할 

수 있는 설계 차  방법을 제안하고 사례 용을 통

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Ⅱ. 재생에 지설비 입지요건

2.1 태양  발 설비

태양 지 은 그림자 향을 받지 않는 곳에 방

각을 정남향으로 하고, 경사각은 연간발 량이 최 가 

되는 값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여건상 부득

이한 경우에는 정남을 기 으로 동, 서로 30°의 변

를 가질 수 있다. 한 주변에 일사량을 해하는 장

애물이 없어야 하며, 장여건에 따라 경사각은 조정

하여 설치할 수 있다. 태양 발 설비 입지요건은 다

음 표 1과 같다.

2.2 남의 잠재용량

돌풍성의 풍력을 제외한 풍력자원이 있는 곳에 설

치하여야 한다. 한 주변에 풍속에 방해가 되는 풍력

설비보다 높은 건물  나무 등이 없는 곳에 설치하

여야 한다. 풍력발 설비 입지요건은 다음 표 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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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Requirements Backgrounds

altitude under 100m - expense of construction

slope under 30 deg. - solar irradiance 

direction SE~SW - secure of solar irradiance, 112.5~247.5 deg.

road distance over 50m
- minimize of dust effect by car

- adjustable requirement

표 1. 태양 설비의 입지 요건
Table 1. Site conditions of solar facility

Components Requirements Backgrounds

altitude under 80m
- structure safety

- unit cost of production

slope under 30 deg. - solar irradiance 

direction NW ~ NNW - main direction of wind flow

road distance over 100m
- minimize of dust effect by car

- adjustable requirement

wind speed average 4 - cut in speed of wind turbine

표 2. 풍력설비의 입지 요건
Table 2. Site conditions of wind facility

Ⅲ. GIS의 Data base(DB) 구축

3.1 거문도의 지형 조건 추출

거문도는 그림 1과 같이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에 

치하고 있다.

그림 1. 거문도의 치
Fig. 1 Location of Geomoon island

거문도 지역의 지형조건을 추출하기 해서 그림 2

와 같이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 수치지형도를 확보

한다.

그림 2. 거문도의 디지털 지도
Fig. 2 Digital map of Geomoon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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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 지역의 지형조건을 추출하기 해서 수치지

형도로부터 다음 표 3과 같이 고도, 건물, 도로, 하천 

등의 이어를 추출한다. 그림 3은 거문도의 등고선 

 수 , 그림 4는 주택과 건물 이어, 그림 5는 도

로 이어 추출결과를 나타낸다. 

section code of layer conditional sentence remarks

altitude
7217 "Layer" = 'F0027217' bench mark

7111, 7114 "Layer" LIKE 'F00171%' contour

building 4111,4112,4115 "Layer" LIKE 'B0014%' house, building

road 3215 "Layer" LIKE 'A00_3%' center line of road

farmland 511, 521 "Layer" LIKE 'D00_511%' tributary boundary, farmland

표 3. 디지털 지도의 지형 조건
Table 3. Topography conditions of digital map

그림 3. 등고선  수 의 샘 링 추출 결과
Fig. 3 Sampling result of contour and bench mark

그림 4. 주택  건물 층의 샘 링 추출 결과
Fig. 4 Sampling result of house and build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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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로층의 샘 링 추출 결과
Fig. 5 Sampling result of road layer

3.2 선정조건 별 GIS 기  DB 구축 차

신재생에 지 시설에 한 입지 선정을 한 지형

조건으로는 각 시설별로 공통 으로 용되는 입지

조건으로 신재생 에 지 시설별로는 앞에 작성된 내

용을 바탕으로 고도, 경사, 사면의 향, 도로와의 인

성, 하천과의 인 성, 태양의 고도에 따른 그림자 길

이 등이 있다[8-10]. 다음 그림 6, 7, 8들은 신재생에

지 최 입지 분석을 한 지형  조건들의 주제도

를 나타낸다. 그림 6은 고도분포도와 경사분포도를 

나타내고 그림 7은 방향분석도와 음 기복도를 나타

내며 그림 8은 도로 향권을 나타낸다.

그림 6. 고도  경사 분포도
Fig. 6 Distribution chart of altitude and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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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방향  그림자 기복의 분포도
Fig. 7 Distribution chart of direction and shadow undulation

그림 8. 도로 궤도의 분포도
Fig. 8 Distribution chart of road orbit

Ⅳ. 재생에 지설비 설치조건 분석

4.1 선정 조건별 주제도

신재생에 지 시설별 선정 조건별로 공통으로 사

용되는 조건에 한 주제도와 시설별 선정조건을 입

력하여 조건에 만족하는 주제도를 작성한다. 먼  

태양  설비에 하여 분석을 하면 고도조건은 그림 

9와 같이 나타나고 경사조건은 그림 10과 같이 나타

난다.

그림 9. 태양  시설의 고도 경사 분포도
Fig. 9 Distribution chart of altitude and slope condition for solar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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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태양  설비의 경사 방향과 도로 궤도의 분포도
Fig. 10 Distribution chart of slope direction and road orbit for solar facility

풍력설비에 하여 태양  설비에 하여 분석을 

하면 분석을 하면 그림 11  1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11은 경사방향과 풍속을 나타내고 그림 12는 

도로 향권과 지역경계를 나타낸다.

그림 11. 풍력발  설비의 경사 방향과 풍속 분포도
Fig. 11 Distribution chart of slope direction and wind speed for wind facility

그림 12. 풍력발  시설의 도로 궤도와 지역 경계의 분포도
Fig. 12 Distribution chart of road orbit and local boundary for wind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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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통해 

국토를 5개 등 으로 나 어 지도상의 1, 2등 은 

환경 보  지역으로 재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3등 은 완충 지역으로 필요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하며 4, 5등 은 재 이미 개발이 된 

지역으로 목 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따

라서 환경성평가지도는 그림 13의 왼쪽과 같이 나타

나고 이를 근거하여 3~5등 의 개발 가능지역을 산

출하면 그림 13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3. 국가 환경 평가  개발 가능 지역 지도
Fig. 13 Map of national environmental evaluation and development available area 

Ⅴ. 최  입지선정

5.1 태양  발 시설 지선정

분석방법에 제시한 조건을 고려하여 각 조건별 산

출된 결과 값을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용한 결과

는 그림 14의 왼쪽 그림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 되

는 지역이 태양  시설 설치에 합한 지역으로 선

정되었다. 

그림 14. 태양  설비  풍력시설의 이용 가능 면
Fig. 14 Available area for solar and wind facilities

5.2 풍력발 시설 지 선정

분석방법에 제시한 조건을 고려하여 각 조건별 산

출된 결과 값을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용한 결과

는 그림 14 오른쪽 그림과 같이 란색으로 표 되

는 지역이 태양  시설 설치에 합한 지역으로 선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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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선로경과지 선정

도출된 발 시설 설치후보지역과 수용지역간의 최

경로 분석은 선로구축을 한 비용지도 구축  

최소 비용경로 산정을 하 다. 상 도서의 경사도, 

토지피복도, 도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용지도를 구축

하며, 기 구축된 도로의 경우 최소비용으로 산정하고 

색상이 연할수록 근 비용이 낮다. 

그림 15. 송 선로 이블 분포
Fig. 15 Distribution chart of cable route for 

transmission line

재생에 지설비 설치 치에서 이를 자세히 표시하

면 그림 16과 같이 나타난다. 이를 근거로 실제 재

생에 지설비를 설치하기 해서는 개발행 허가조

건에 맞는지 최종 인 확인 차를 진행해야 하고 

력계통 연계 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제시된 조건

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하여 장조사와 풍력자원

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그림 16. 신재생에 지 시설을 한 이블 경로 사례
Fig. 16 A sample case of cable route for 

renewable energy facilities

Ⅵ. 결론

리 정 이후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을 심으로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재생에 지 보 이 가장 유

력한 안인 만큼 이를 한 기술개발이 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도서지방

의 재생에 지설비 구축을 하여 GIS의 DB구축 

차를 정립하여 제시하 다. 용지역의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이어를 추출하고 입지조건별 기  DB를 

구축하는 차를 제시하 다. 재생에 지설비 최  

설치를 한 선정조건별 고도, 경사도, 경사방향, 도

로 향권, 풍속, 지형경계 등 필요항목을 제시하고 

이 주제도를 작성하 다. 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이용하여 개발가능지역을 산출하여 인허가에 응하

는 지역선정이 되도록 제시하 다.

재생에 지  태양 과 풍력을 용하기 하여 

거문도를 사례로 최  치의 역을 제시하고 이에 

다른 선로경과지 근 비용이 렴한 지역을 지도로 

나타냈다. 풍력설비 설치를 한 선로경과지의 구체

인 방법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역을 장실사와 풍력자원

조사를 수행하 다.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생

에 지설비 설치를 한 최  치선정 차를 제시

하고 특정 도서의 사례로 그 결과를 확인하여 제시

한 차의 정확함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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