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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에 지 자원의 부족으로 국내 수요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화석에 지의 고갈과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에 처하고 에 지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국내 부
존에 지인 소수력 개발이 필요하다. 소수력은 다른 신ㆍ재생에
지원에 비해 천혜의 자연조건과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고 국부 
유출이 어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소
수력발 은 신ㆍ재생에 지 분야에서 비교  우 에 있는 에
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조하다. 그래서 소수력발 의 기술
개발 황과 시장동향을 정리하여 국내의 소수력 발  개발을  
한 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1. 서    론

   우리 나라의 에 지 외환경은 배럴당 130달러가 넘는 고유
가로 에 지 시장의 수  불안과 세계 각국의 에 지 자원 확보 
경쟁심화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에 지자원의 부족으로 국내 수요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약을 이행하고 환경오염 
 지구온난화에 처하기 해 2011년까지 총 에 지의 5%를 
신․재생에 지로 달성하려는 계획아래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수
립해 추진하고 있다. 11개 신․재생에 지  소수력은 지형이나 
기후 등 자연 인 조건과 조화를 이루며 국내 부존 잠재량이 많
은 분야이다. 한, 타 에 지원에 비해 꾸 한 발  공 이 가
능하고, 특히 력 수요량이 가장 많은 하 기에 강수량이 집
되어 효자 력 공 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각국의 친환경 에 지 개발은 국제 인 환경요인에 부응한 
기술 , 사회   환경  효과의 높은 기 치로 인하여 가장 안정
인 기반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소수력 개발의 투자를 더욱 확 하

고 있다[1]. 
  우리나라는 연평균강수량이 1,245㎜로써, 강수량이 풍부하고 
국토의 ⅔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형에 맞는 치수사업으로 
이나 수지를 건설하여 생․공용수, 개용수, 하천유지용수, 
수력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일반하천의 
낙차이용, 다목   양수발 소의 수 조 을 한 낙차이용, 
농업용 수지의 낙차이용,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이용, 수도
로의 압이용, 화력발 소의 온배수 이용, 양어장의 순환수 
이용, 공장의 냉각수 이용, 방조제 수문 이용 등의 천혜의 미활
용 소수력 자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소수력발 은 국내 부존에 지를 활용하여 력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정에 지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진하고, 이로 인한 경제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리고 소수력발  기술은 고 인 기술에 새로운 국내의 
IT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목하는 순수 국내 기술로 계획, 설계
한다면 세계 최첨단 기술로 기술상품이 되고 우리나라의 발 된 
건설기술은 다른 발 소 건설보다 빠르게 이루워 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수력발 의 기술 황과 시장동향에 해 정
리하여 국내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소수력 발 의 보 확
를 한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기술개발 현황

  소수력은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이다. 다양한 자원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수력 자
원조사 및 활용 기술, 발전설비의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 계통
보호 및 자동화 기술, 수차 발전설비 성능평가 및 현대화 기술 
등으로 1만㎾이하가 연구개발 대상이다.
  그림 1과 같이 하천이나 수로에 댐이나 보를 설치하고 수압관

로로 발전소까지 물을 유동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소수력발전시
스템은 수차, 발전기 및 계통연계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 소수력발전소의 단면도

  선진국의 경우 1970년 에 두 차례의 석유 동이후 정부가 소수력 

기술개발에 집 으로 투자하여 낙차와 유량에 합한 수차발 기 

의 표 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운용 자동화  

기술을 함께 개발함으로써 건설비용을 감시켜 경제성을 향상하고 

가능한 자원개발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소수력발  기술수 은 선진국에 비해 반 으로 뒤쳐져 

있고 소수력 자원조사  활용기술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으나 

핵심 소재나 발 설비 설계제작 기술, 수차 효율, 성능측정  인증

시험 분야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다.

  따라서 소수력 발 기술을 선진국 수 으로 조기에 진입하기 해

서는 기술개발에 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소수력 기술개발은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소한 시장규모 때문에 민간자본의 시설투자만으

로 기술개발을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자원조사  

원천기술개발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소수력 산업 분야의 미래 변화를 망하고 이를 토

로 소수력 기술개발의 비 을 설정하여 성공  목표달성을 한 실

천 략의 수립도 정부의 몫이다. 소수력의 핵심기술이 개발되고 확

보되면 동남아  북사업의 시장 개척과 공익  목 을 달성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  

                3. 소수력 시장동향

  3.1 소수력 보급 현황

  소수력 보 황은 표 1와 같이 2008년 05월말 51개 지 , 6만
5,412㎾, 2007년도 연간 기생산량은 22만40㎿h이다. 민간기업 16
개소, 한국수자원공사 16개소, 한국 력공사  발 회사 8개소, 
지자체 5개소(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정수장 1개소), 한국농 공
사 6개소가 가동 에 있다. 

<표 1> 소수력 발전소 현황

구   분 설비용량(㎾) 유율(%)

51개소 65,412 100

민간 발 사업자(16개소) 28,609 43.8

한국수자원공사(16개소) 15,434 23.6

한   발 회사(8개소) 14,145 21.6

지자체(5개소) 475 0.7

한국농 공사(6개소) 6,749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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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이 에 건설된 소수력 발 소는 민간 발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하 으나, 2001년도 지역에 지보 사업과 발 차액
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개발된 소수력은 지자체의 하수종말처
리장이나 상수도 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다목 이나 상수도 
로, 한국농 공사의 농업용 수지, 한  발 회사의 양수발
소 하부   화력발 소의 냉각수를 이용한 발 소 등 부분 
공공기 이 건설하 고, 경기도 연천군 소재의 고문소수력발 소
(설비용량 1,500㎾)는 민간 발 사업자가 유일하게 개발하 다. 
  신․재생에 지 발 차액지원제도에 의한 용 설비용량은 5
천㎾이하만 지원하고 있으며 소수력의 총 발 량은 표 2와 같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82만㎿h의 력을 생산하 으며, 발
차액지원 은 약118억원이다. 체 신․재생에 지 발 량 에서 
소수력이 차지하는 비 은 2003년 59%에서 2007년 26%로 진
으로 감소하고 있다[2]. 이와 같은 황은 LFG, 풍력, 태양  
등 타 신․재생에 지원의 보  확 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7년도 신․재생에 지 발 량의 26%를 유하고 있
는 소수력의 발 차액지원 이 7.6%에 불과한 것은 소수력발
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발 차액지원제도는 개
선해야 한다. 

<표 2> 소수력 발전량 현황
                               (단  발 량:㎿h, 액:백만원)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신․재생
에 지

발 량 2,298,104 269,458 293,589 389,956 489,936 855,165

  액 55,362 5,707 5,142 7,551 9,962 27,000

소수력
발 량 817,871 158,851 124,189 157,512 157,279 220,040

  액 11,803 3,847 2,842 2,390 661 2,063

기여도 35.6% 58.9% 42.3% 40.4% 32.1% 25.7%

  3.2 소수력발전 보급 잠재량

  신․재생에 지백서에 의하면 공해가 없는 청정에 지인 소수
력 발 은 1,500㎿ 정도의 국내 부존량이 있으며, 시장잠재량은 
2030년까지 660㎿로 측되고 있다[3]. 국내 부존량을 모두 개발
하면 연간 70만㎿h, 약 700억원 규모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1
년까지 소수력발  보 목표량을 80㎿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소
수력 개발이 가능한 후보지 상은 표 3와 같이 유효 수량 3백
만톤에 유역면  15㎢ 이상의 농업용 수지, 2만톤/일 이상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5만톤/일 이상의 정수장, 높이가 2m 
이상인 농업용 보 등이다. 이와 같은 천혜의 미활용 소수력 자원
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발지 은 매우 다양하다. 국내 보 잠재량
이 많은 일반하천을 이용한 소수력 개발은 하천에 가동보나 콘
크리트 보를 설치하여 하천유지용수와 개용수 등으로 이용하
면서 수상 와 같은 자원으로 개발하면 지역경제에 도움
을  수 있으므로 경제성 확보방안을 마련한 극 인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소수력발 소의 규모는 차 작아지고, 기존의 발 소들
보다 원거리에 치하며 개발비용은 차 증가할 것으로 상된
다[4]. 따라서 주  환경과 련된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과 국가
 차원에서 재정  지원강화와 개발지  주변 지역민의 이해와 
력이 필요하다. 

<표 3> 소수력발전 보급 잠재량

구     분 지 수 잠재량(㎾) 특   징

일반하천 120 1,412,500 가동보를 이용한 개발

하수종말처리장 63 5,300 이용율 70∼80%

수도 로 58 2,500 이용율 90%  

농업용 수지 163 48,000
수량 3백만㎥이상 
계  향 큼

농업용 보 18,252 5,000 이용율 40%

다목  용수로/조정지 6 6,744 이용율 60% 

화력발 소,냉각수 이용  
양식장 순환수, 기타

25∼30 19,956
이용기술을 확보하여 
건설

  합   계 1,500,000

  3.3 최근 시장 동향

  지 까지 우리나라의 소수력개발은 산과 계곡이 많은 지역  
특성을 이용하여 이나 소하천을 이용한 발 방식이 주종을 이

루었다. 그러나 개발 주변지역의 각종 민원과 강우량의 계 별 
편 에 따른 가동율이 40%정도로 경제성이 부족하여 소수력개발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신ㆍ재생
에 지 보  정책에 따른 지역에 지 보 사업, 신ㆍ재생에 지 
의무공 제도(RPS)와 발 차액지원제도로 소수력개발 필요성이 
증폭되면서 공공기 에서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기존 시설물인 
이나 농업용 수지, 하수처리장, 수도용 로, 하수종말처리장, 
화력발 소의 냉각수 등을 이용한 소규모 소수력 개발이 활발하
게 추진되고 있다. 
  소수력개발 로 한탄강유역의 일반하천에 농업용 보를 이용하여 

2007.08에 상업발 을 개시한 경기도 연천군 소재의 고문소수력발

소(설비용량 1,500㎾, 신에 지(주))는 민간 발 사업자가 ‘93년도 이

후 14년 만에 개발한 사례이며, 동진강(설비용량 850㎾), 덕치(설비

용량 800㎾), 분천(설비용량 1,500㎾) 등 3개소가 건설 에 있으며, 

지역에 지사업으로 곡성군  괴산군에서 일반하천에 소수력을 개

발 에 있다. 

4. 제    언

  에 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이고 부존자원의 

극  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소수력을 극 으로 개발하여야 한

다. 소수력 자원의 극 인 개발은 사장되는 에 지원의 개발 차원

뿐 아니라 경제ㆍ사회 으로 력 수요 증시의 부하 평 화 효과, 

민간주도의 반 구  사업으로서 환경 친화 인 에 지원의 개발과 

부수 으로 지역개발의 진과 련기술의 수출 산업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약에 비한 부존에 지인 소수력 

산업의 경쟁력을 시 히 제고하여야 한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CO2 배출 감을 한 각국의 친환경에

지 개발노력과 련기술을 보유한 업체간 생존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향후 소수력 산업 분야의 미래 변화를 망하고 

이를 토 로 소수력 기술개발의 비 을 설정하여 성공  목표달성을 

한 실천 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소수력의 핵심기술개발을 

확보하여 동남아  북사업의 시장을 개척하고 공익  목 을 달

성해야 한다. 

  소수력발 은 환경 훼손이 상 으로 은 청정에 지이면서 
에 지 도가 높고 지역의 분산 원에 합한 에 지원이다. 그
러므로 정부에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야 한
다. 경제성이 부족하여 개발이 미진하 지만 최근 수차기술개발
에 따른 국산화와 정부의 보  확 정책 등이 뒷받침되어 공공
기 에서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소수력을 
개발하여 경제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런 시 에서 소수력 
개발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타당성 조사, 개발방식, 발 설비 
 발 소 운 방법에 한 원천 기술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
울러 건설비용과 상업발 개시후의 운 비용을 감시킬 수 있
도록 IT기술을 목한 무인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 하천이나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농업
용 보, 수도 로, 하수종말처리장, 화력발 소, 방조제, 양어장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살리는 국내의 소수력 발 에 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소수력 기술개발 투자 산의 폭 확 와 소수력에 
련된 법령을 면 개정하여 상용화를 한 본격 인 개발보  
사업의 추진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수력의 보  확 를 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 련 
기술개발, 인․허가 차의 획기 인 간소화, 정부의 제도  기
반조성  련 산업의 육성 등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
투자를 진하기 한 지원 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한다. 부
족한 에 지를 분담하고 환경오염을 덜게 하는 소수력발 의 보
 활성화를 하여 일 성 있는 정책을 통해 안정  투자환경
을 조성하고, 선택과 집 에 따른 략  투자로 기술개발과 산
업화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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