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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운영특성 및 설계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perating Characteristics and Design Factors of Floating Photovolt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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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floating photovoltaic system is a new concept in the renewable energy technology. That is similar to land 

based photovoltaic technology except floating system. So the system needs buoyant objects, mooring, ect, besides modules and 

supports, and that is able to withstand in water level changes and wind strength. Therefore the floating photovoltaic system 

is much different from land photovoltaic system. K-wat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has been operating two floating 

photovoltaic system that's capacity is 100 ㎾ and 500 ㎾ respectively since in summer 2011 for commercial generation, and have 

construction project for 2,000 ㎾ in Boryeong multipurpose Dam and other areas. Furthermore K-water was developing a 

tracking-type floating photovoltaic system at Daecheong multipurpose Dam and developed and installed an ocean floating 

photovoltaic demonstration plant at Sihwa Lake in October 2013 for R&D.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at structure of 

floating photovoltaic system include buoyant structure, mooring system and auxiliary device. Especially the rope which is in 

part of mooring should be always maintain tension under any water level. Also we explain about structure design concept to 

wind load in an every loading condition and a kind of structure materials and PV structure types used in water environment. 

Especially ocean floating PV system is affected by tidal current and typhoon. So there are considering the elements in design.  

 Finally we compare with floating and land photovoltaic on power amount. As a result of that we verified the floating 

photovoltaic system is more about 6.6~14.2 % efficiency than a general land photovoltaic system.

Key Words : Renewable Energy, Floating Photovoltaic System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 khokim@kangwon.ac.kr

* Dept. of Electrical Engineer, K-water, Korea.

Received : May 11, 2017; Accepted : July 6, 2017

1. 서  론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대두 및 자원의 유

한성으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라는 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태양광발전, 풍력, 소수력발전 등과 같은 에너지원은 지속가

능한 에너지 자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7 %[1] 정도로 높은 국가 

일수록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통하여 유가불안, 외환위기 등 외

부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 하고, 국내 ․ 외적인 환경문제에 대

한 해결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태양광발전은 자원의 무

한성과 청정성 때문에 현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수상태양광 발전은 산지나 건물옥상이 아닌 저수지 수면위에 태

양광 발전 모듈을 설치하기 때문에 산림의 훼손이 없이 개발할 

수 있으며, 국내 저수지 수면의 5 %정도만 활용하더라도 4,170 

㎿ 규모의 발전시설 건설이 가능할 만큼 개발 잠재량이 풍부하므

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2]. 그러나 수상 태양광 발전

은 부력체를 이용하여 태양광 모듈을 수면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육상보다 다소 높은 단점이 있다. 또한 운영여건이 

육상과 다르기 때문에 수상태양광의 경우 수면위 구조체가 수위

변동 및 유속 등에도 안정적으로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상태양광에 대한 운영

특성 분석을 통하여 수면 환경에 의한 발전량 증가 요소를 도출

함으로써 육상 대비 개발 비용이 높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수지에 설치되는 수상 태양광 특성상 

수위변동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홍수기 유속 및 태풍등의 

악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발전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조체와 부력

체에 대한 하중 및 지지조건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부유 구조체 

제작 설계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수질, 생태환경에도 영향이 없도

록 친환경 기자재를 개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

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의 상용화에 대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

토가 협소한 국내 특성에 적합하도록 태양광 개발 영역을 수상으

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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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K-water 댐
저 수 지

농어촌공사 지자체

면적

(㎢)

개발 

잠재량

(㎿)

면적

(㎢)

개발 

잠재량

(㎿)

면적

(㎢)

개발 

잠재량 

(㎿)

면적

(㎢)

개발 

잠재량

(㎿)

68.8 4,170 26.8 1,624 32.6 1,976 9.4 570

표 2 국내 댐 및 저수지 현황

Table 2 Dam & Reservoir in Domestic

Floating Photovoltaic in 

the Dam or Sea

그림 1 수상태양광 개념도

Fig. 1 Conceptional Scheme of Floating Photovoltaic 

2. 본  론

2.1 국내 태양광 개발현황

태양광 발전 자원은 청정성 및 무한성 때문에 현재 신재생에

너지 자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

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도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태양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전체 태양광 발전은 ‘13년까지 사업용으로 

약 1,277 ㎿ 정도 개발되었으며[3], 그중에서 현재까지 수상태양

광 개발 현황은 표 1과 같다. 그러나 협소한 국토 여건상 육상 

태양광 발전은 산림의 훼손 및 유휴지 잠식등 개발에 따른 제약

사항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대규

모 태양광 개발이 가능한 대안이 필요한데 수상 태양광 발전은 

이러한 대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No 사업장
용량

(㎾)

운영

년도
형태 발주처

1 합천댐(경남 합천) 100 2011 구조체형 한국수자원공사

2 합천댐(경남 합천) 500 2012 구조체형 한국수자원공사

3 덕곡저수지(경남 밀양) 200 2013 구조체형 한국농어촌공사

4 합천댐(경남 합천군) 100 2013 구조체형(추적식) 한국수자원공사

5 청호저수지(전북 부안) 30 2013 구조체형 한국농어촌공사

6 금광저수지(경기 안성) 465 2014 구조체형(추적식) 개인발전사업

7 달성저수지(전남 장성) 200 2014 구조체형 한국농어촌공사

8 당진화력발전소(충남 당진) 1,000 2014 구조체형 한국동서발전

9 추풍령저수지(충북 영동) 2,000 2014 부력일체형 개인발전사업

10 오창저수지(충북 오창) 500 2014 부력일체형 개인발전사업

11 지평저수지(경북상주) 3,000 건설중 구조체형 개인발전사업

12 오태저수지(경북상주) 5,000 건설중 구조체형 개인발전사업

13 보령댐(충남 보령) 2,000 건설중 구조체형 한국수자원공사

표 1 국내 수상태양광 개발 현황

Table 1 Developed Floating Photovoltaic in Domestic

수상 태양광 발전은 건물옥상이나 산지 등에 개발되는 육상 

태양광 발전과는 달리 주로 댐이나 저수지 등 수면위에 부력체를 

이용하여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새로운 개념의 발전기술로서 

표 2와 같이 국내 저수지 수면의 약 5 % 정도만 활용하다라도 

약 4,170 ㎿ 규모의 발전시설 건설이 가능할 만큼 개발 잠재량이 

풍부하여 환경에 대한 훼손이 없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2]. 그러나 육상과 달리 수면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부력체를 이용하여 모듈 등 발전시설을 수면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수위 및 유속의 변동 등에도 안정

적으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2.2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조

수상태양광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수면위에 계류장치

(mooring system)로 고정된 부유체 상부에 태양광 모듈 등 발전

설비를 고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부력체를 이용하여 구조체의 

부력을 형성하게 되며, 구조체에는 태양광 모듈 과 부력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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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된다. 또한 저수지는 수위에 따라 부력체가 상하로 움직

일 수 있고, 유속의 흐름에도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

문에 이를 지탱할 수 있는 계류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 계류장

치는 부유체를 고정하는 역할과 더불어 수위 변화에 따라 발생하

는 계류선의 여유장력을 조절함으로써 부유체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1 수상태양광 풍하중 설계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구조체에 대한 

구조해석은 MD/NASTRAN-R3를 사용하고 전후 처리기로는 

PATRAN 2008 R1을 사용하였다. 구조의 유한요소 해석은 기본

적으로 Beam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고, 하중조건은 한국 

건축구조설계(KBC2009)에 의한 적설하중과 군집하중을 고려하였

고 또한 미국 선급협회의 MODU(Moblie Offshore Drilling 

Units, 2012)에 의한 파랑하중과 풍하중을 고려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기준은 내수면상에 부유식을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국

강구조협회(AISC)의 ASD (Allowable Stress Design)에 의한 허

용응력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한다[4]. 따라서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조해석을 위해서는 표 3과 같은 하중 조합으로 각

각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하중의 종류로는 구조물의 

자중, 적설하중, 군집하중, 조류력과, 파력 및 풍력하중이 있다. 

또한 수면위에 부유식으로 설치되는 모든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

물은 자체 설계하중에 추가하여 파랑하중과 계류로부터 오는 하

중을 고려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중 항

목 중에서 특히 구조시스템의 거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풍

하중은 수평하중이기 때문에 모든 단위 구조에 작용하는 수평 방

향의 합력은 계류점에 집중하게 되어 국부적인 큰 응력을 발생시

키게 된다. 따라서 수상태양광 구조체의 설계는 풍하중으로 인한 

하중이 가장 중요하며, 구조시스템 및 국부구조의 상세설계에 풍

하중 요소가 주요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2는 수상태양광 

발전의 구조에 작용하는 주요하중의 하나인 풍하중에 대하여 전

면풍에 의한 단위 구조에 작용하는 풍하중을 모의한 것이다[4].

종 류 하중조건 설명

Case - 0 DL DL : 자중

SL : 적설하중

LL : 군집하중

WF : 전면풍하중

WB : 후면풍하중

CF : 전면 조류하중

CS : 측면 조류하중

Case - 1 DL+SL+LL+WF+CS

Case - 2 DL+SL+LL+WB+CS

Case - 3 DL+SL+LL+WF+CF

Case - 4 DL+SL+LL+WB+CS

표 3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건

Table 3 Loading condition for structure analysis

․ 풍압력 :    

 : 풍속(36~51.5 m/sec)

  : Height coefficient(=1.0)

그림 2 전면풍에 의해 단위구조에 작용하는 풍하중

Fig. 2 Wind load work on unit structure by front wind 

  : Shape coefficient(=1.5)

․ 풍력 :  

  : Projected area


: 수직방향의 풍력(=One cell × cos)


 : 수직방향의 풍력(=One cell × sin)

단위구조에 대한 구조해석과 안전도 평가 결과, 구조체에 가장 

큰 응력이 걸리는 자중, 적설하중, 군집하중, 후면풍하중, 측면 조

류하중이 동시에 걸리는 조건인 Case-4의 하중 조건에서 ASD의 

최대 UC 값이 0.47로 1.0보다 작아 충분한 안전도를 가지는 것

으로 평가된다.

2.2.2 구조체 재질 및 설계구조

수상태양광 발전이 설치되는 댐 및 저수지는 계절에 따른 수심

변화가 있을 뿐만아니라 대부분 도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

에 입지 여건에 따라 건설비용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입지조

사를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을 통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동식물보

호구역 등에 대한 지정여부와 어업권, 수상레저 등 기 점용허가권 

설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수심에 대해서는 하상 바닥이 저수

위 보다 낮은 곳으로 저수위 에서도 여유수심이 유지되는 곳이어

야 한다. 그리고 변전실, 인버터실 등이 구조체와 최단거리에서 

만수위 이상의 지상에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곳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거리에서 계통연계가 가능하여야 한

다. 특히, 홍수기 부유물 유입여부, 가급적 유속이 느린 곳으로 유

속조건 등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주변의 산이나 수목으로 인하여 

음영이 발생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위치에 대한 

음영조건을 검토하여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곳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댐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 구조체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의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사

용하는 구조체의 주요자재로는 그림 3과 같이 프레임 형으로는 

알루미늄, FRP 및 고내식강이 있으며, 이중 알루미늄, 고내식강 

재질은 시공성 향상과 허용응력 증대를 위하여 프로파일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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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단위구조에 작용하는 조류 및 파랑하중

Fig. 5 Tidal current and wave load work on unit structure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력일체형으로는 PE재질을 주로 사

용한다.

알루미늄 프로파일 FRP H 빔

고 내식강 프로파일 PE 부력일체형

그림 3 수상 태양광 구조체의 주요자재

Fig. 3 Materials of PV structure

33° 고정 경사형 10° 저 경사형

경사각 가변형 추적형

그림 4 수상태양광 구조체 종류

Fig. 4 The kinds of PV structure

수상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체 종류로는 그림 4와 같

이 고정형, 가변형 및 추적형이 있으며 고정형으로는 저경사가형

과 33° 경사각이 있다. 추적식은 건설비가 고정식에 비해 2~3배 

정도 높아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고정형에는 33° 경사형

과 20° 이하의 저 경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저 경사

형은 경사각을 낮추어 구조체에 가해지는 수평, 수직하중을 줄여

줌으로써 구조체 부재 슬림화에 따라 건설비를 줄일 수 장점은 있

으나, 경사각이 낮아질수록 연간발전량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2.2.3 해상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계

바다에 설치되는 해상 태양광 발전설비는 앞의 2.2.1절에서 언

급한 하중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지만 해상에 설치되는 특성상 조

류하중과 파랑하중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육지의 

저수지에서는 조류나 파랑에 의하여 부유체 구조물에 미치는 하

중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상에서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는 해상 태양광 구조체에서 측면으로 조

류가 오는 경우에 단위구조에 작용하는 하중을 모의한 것이며, 

전면 또는 후면으로 조류와 파도가 오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투영 단면적을 적용하면 된다[4].

․ 조류하중과 파랑하중 :   


 

  : 물의 밀도

 : Drag coefficient(=1.5)

  : 투영면적

  : 조류 및 파도의 속도

특히 해상에 설치되는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구조체 재질에 대

한 부식 대책과 해양생물의 부착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부식의 경우 현장에 적용된 구조체 재질 및 다양한 시편에 대한 

시험결과 철의 경우는 부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철 

종류의 구조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액상도장이 필요하며, 브라켓은 

용융아연 도금 브라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타 금속과의 접촉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틈 부식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옥외폭로시험결과 알루미늄 

프로파일 구조체를 사용할 경우 액상도장보다는 산화피막처리가 

내식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부유체에 부착되는 해양

생물의 영향을 살펴보면 약 3개월 동안 부유체 1기당(80㎝×120㎝) 

약 20 ㎏정도의 해양 생물이 부착되었으며, 시설용량 20 ㎾급 해

상태양광 부유체 면적 전체로는 약 480 ㎏ 정도로 많은 양에 해

당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시 이에 대

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파랑 등에 의한 시스템 피해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이 

부력체의 이탈, 모듈파손 및 탄성계류장치의 절단과 브라켓 파손 

등의 피해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해양 특성상 바람과, 파도 및 조

류의 흐름 등이 구조체 및 부유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했으

며, 더불어 탄성계류장치가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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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체 이탈 모듈파손

탄성계류장치 로프 절단 브라켓 파손

그림 6 해양환경에 따른 설비 피해현황

Fig. 6 PV facilities damage state under sea environment 

대한 비대칭 불균형 영향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FRP 재질의 

부력체는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물체가 소성 변형을 거의 보이

지 아니하고 파괴되기 때문에 반복적 피로하중에 따른 취성파괴로 

부력체가 이탈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해양에 설치되는 태

양광 발전은 이러한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5].

2.3 태양광 발전의 온도 효과

태양광발전은 PV(Photovoltaic)셀이 태양빛에 노출되면 열에너

지를 흡수하여 이것을 DC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므로 태양

광 발전의 출력은 대부분 일사량의 영향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정오 무렵이 가장 높고 아침과 저녁 시간대는 출력이 낮게 나타

난다. 그림 7은 그러한 PV셀의 전압-전류 특성곡선을 나타낸 것

인데, 여기서 는 출력으로서 일사량에 의한 전압과 전류의 곱

으로 나타낸 것이며, 는 일사량의 변화에 따른 태양광 발전

의 최대 출력 운전곡선이다[6].

그림 7 PV 셀의 전압-전류 특성곡선

Fig. 7 Voltage-Current characteristics of a PV cell

태양광 발전의 등가회로는 그림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등가회로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방정식은 식 (1)과 같다[6]. 여기

서 개방된 단자전압( )은 일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함수이며 

대수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단락전류( )는 PV cells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속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일사량의 변화에 따라서 선

형적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다.

그림 8 태양광 Solar cell의 등가회로

Fig. 8 Equivalent circuit of PV solar cell

그림 9 최대 단자전압 조건에서 최대출력의 온도영향

Fig. 9 Effect of temperature on maximum cell electrical 

power   in terms of 

  




  



      (1)

 : PV cell의 부하단 출력전압

 : PV cell의 부하단 출력전류

 : Cell의 단락전류(일사량 정도에 따라 비례)

  : 역 포화전류

 : cell의 직렬저항

  : Cell 재질 상수

그림 9는 주변 온도 변화에 따른 태양광 PV cell의 출력 변화

를 나타낸 것인데, PV cell이나 또는 주변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

라 출력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6].

태양광 PV cell에서 온도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영향을 살펴

보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락회로의 전류는 증가하지만 개방

회로에서 전압은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위 그림 7과 그림 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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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모듈온도(표면/뒷면) 및 수면위 온도 

Fig. 10 Module temperature(Face/Back) and water temperature

그림 11 태양광 발전 주변온도(육상/수상)

Fig. 11 The ambient temperature of photovoltaic (Land/ 

Floating) 

참고하여 온도가 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압과 전류를 구

분해서 분석해 보면 식 (2) 및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

 ×∆             .         (3)

 : PV cell의 부하단 출력전류

 : PV cell의 부하단 출력전압

  : 단락회로 전류

  : 개방회로 전압

   : 온도에 따른 전류 계수

  : 온도에 따른 전압 계수

∆ : 온도상승 값

태양광 발전은 그림 7에서와 같이 일사량에 의하여 전압과 전

류의 곱에 의한 최대 출력점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위 두 식

을 이용하여 온도의 변화에 따른 출력 변화를 식 4와 같이 나타

낼 수 있으며, 이를 다시 간단하게 나타내면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4)

 ×∆              .(5)

일반적으로 단결정 실리콘 셀의 경우 는 약 20/℃이며, 

는 약 5/℃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출력 

감소 정도를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7]. 

 ×××∆

  ×∆
       (6)

따라서 태양광 발전의 경우 운영기준 온도보다 PV cell이나 

주변의 온도가 1 ℃ 상승할 때마다 약 0.5 % 정도의 출력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운전에서는 이러한 

주변의 온도 변화를 포함하여 주어진 일사량에서 그림 5와 같이 

최대 출력점()으로 운전하도록 설계한다. 

2.4 수상태양광 발전의 운영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육상태양광과 수상태양광의 모듈온도에 대한 분석

과 계량적인 측면에서 운영 실적을 분석하였는데 우선 운영중에 

있는 수상태양광 모듈 및 주변의 온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다. 

이 그림은 여름철(2013.8) 합천 수상 태양광에 대한 모듈 표면

과 뒷면 그리고 수면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 측정 자료에 

따르면 모듈 표면의 평균 온도는 45.73 ℃이고 뒷면의 평균 온도

는 53.06 ℃이다. 그리고 수면의 평균 온도는 29.61 ℃로서 이 때 

육상의 대지면 온도는 약 35 ℃로서 약 5.39 ℃ 정도의 온도차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그림 11은 육상태양광과 수상태양광의 모듈 

주변의 온도 변화에 대하여 하루 낮 시간 동안의 평균온도를 기

준으로 1개월(2013.3) 동안 측정한 결과인데 대부분 수상태양광

의 주변온도가 육상태양광 주변온도 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그림 12는 육상태양광과 수상태양광의 이용률에 대한 각각의 

분석이다. 본 데이타에서 육상태양광은 경남 함안에 위치한 936 

㎾에 대한 발전실적이며, 수상태양광은 경남 합천의 합천호에 설

치된 500 ㎾의 운영 실적이다. 분석기간은 2012.11부터 2013년 8

월까지 10개월 동안 월별로 분석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수상태양

광의 평균 이용률은 16.31 % 이며, 육상태양광은 15.57 %로 나

타났는데 이 차이에 대하여 육상태양광 이용률 대비 증가량을 백

분율(%)로 나타내면 수상태양광의 이용률이 육상태양광 보다 최

대 약 15.66 %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여름철과 겨울철 보다는 봄철의 이용률이 높으며, 특히 여름철 

이용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름철 수면 주위의 온도가 

육지보다는 낮기 때문에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양광 모

듈의 주변 온도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연간 이용률을 

보면 봄, 가을이 높고 여름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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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이용률 분석(육상/수상 태양광)

Fig. 12 The analysis of coefficient utilization(Land/Floating 

PV)

그림 13 수상 및 육상태양광 일 운영Data

Fig. 13 Floating and land PV daily operating Data

라의 기후적 특성으로 장마로 인한 일사량 감소와 여름 대기온도 

상승으로 인한 모듈 출력저하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합천 수

상태양광과 인근의 함안 육상태양광의 발전량을 근거로 태양광 

발전의 온도에 의한 발전량 영향을 분석해 보면 그림 13과 같이 

나타난다. 본 운영 데이타는 2014.7.30일 하루 동안의 발전실적인

데 오전 06:00부터 발전을 시작하여 오후 약 17:00경 까지 발전

출력이 있었으며, 일조량의 증가에 따라 발전량이 증가하다가 모

듈의 온도가 발전 임계 온도인 50 ℃~55 ℃정도에 도달하면 육

상태양광의 경우 그림의 빗금친 부분과 같이 발전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러나 수상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사량 감소와 유사한 패턴

으로 발전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면의 온도가 대지의 온도보다 약 5 ℃정도 낮기 때

문에 이로 인한 냉각효과인 것으로 판단되며, 육상 태양광의 모

듈온도가 수상 태양광보다 더 낮아지는 것은 발전량 감소에 따라 

모듈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운영특성으로 

인하여 현재 K-water에서 설치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중 

모듈 특성의 차이가 거의 없는 육상태양광 발전 3개소와 수상태

양광 발전 2개소에 대하여 월별 운영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일사량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수상 태양광의 연간 이용률이 

약 6.6 %~14.2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8].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수지, 호수 등 수면위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발전의 설계요소와 운영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수상 태

양광의 장점으로는 개발 용량에 대한 잠재력이 크며, 녹지자연의 

훼손 없이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

다. 특히, 수질에 대한 환경 영향이 없을 뿐만아니라 수면위에 설

치됨으로 인하여 육지보다 낮은 주변 온도의 영향, 그리고 반사광 

및 주변 환경에 의한 음영 간섭이 없는 점 등 다양한 요인으로 

수상 태양광의 연간 이용률은 육상태양광 보다 약 6.6 %~14.2 %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체의 설계 요소로서 구조해석

에 적용되는 하중 중에서 풍하중과 조류하중이 구조시스템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여름철 

태풍시 수면의 풍속을 고려하여 호수의 경우 약 36 m/sec에 풍

속과 바다의 경우 1.5 m/sec의 유속에 견딜 수 있는 구조체를 설

계하였으며, 이를 합천댐과 시화호에 설치, 운영한 결과 각각의 

환경에 견딜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위와 같은 수상태양광의 개발 

이점과 설계 요소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수면을 활용한 친환경에

너지로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수상 태양광이 육상에서의 난개발

을 줄일 수 있는 선택적 대안임을 확인하였으며, 풍부한 잠재량을 

활용할 경우 미래 국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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