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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high energy use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building sector, the government 

recently revised its 2030 GHG reduction roadmap, raising the reduction rate from 18.1% to 

32.7% compared to the BAU. However, although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under 

the Act on Promoting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can be considered to be diverse in 12 fields, in fact, the application to buildings in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y system is currently limited to only 7 fields due to the recent addition of 

small wind pow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a marke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for various applications in buildings. Accordingly, in this study, as the obligation of zero-energy 

buildings approaches, we will approach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electric energy produced 

through horizontal drainage wheels by using the drop of drainage energy infinitely from the 

drainage pipe in the building.

주요어 : 초소수력 발전시스템, 건축물 배수, 신·재생에너지, 수력에너지

Keywords: Nano hydro power generation system, Building drainage, New and Renewable energy, 
Hydroelectric energy

서 론

건물 부문의 에너지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자 정부는 최근 2030년 온실가

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면서 건축물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률을 18.1%에서 32.7%로 

상향하였다. 감축률로만 보면 건물부문이 산업부문보다 높은 1위로서 감축 목표량은 9억

8500만 톤이 된다. 이에 상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신축하는 공공건축

물(연면적 1000 ㎡ 이상)은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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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민간 영역(연면적 1000 ㎡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도 의무적으로 제로에

너지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앞으로 2030년에는 민간건축물이든 공공건축물이든 연면적 500 

㎡ 이상이면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로에너지 빌딩의 에너지 자

립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사용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원은 12개 분야로 다양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에서 건

축물에 적용되는 것은 최근 소형풍력이 추가되어 현재 7개 분야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

라서 건축물에서 무한히 배출되는 배수에너지를 이용한 수열이나 초소수력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의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의 의무화가 다가옴에 따라 건축물에서 배수관으로부

터 무한히 배출되는 배수 에너지의 낙차를 이용하여 배수 수평형의 수차를 통해 생산하는 전

기에너지를 실측하여 초소수력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하여 접근

하고자 한다.

건축물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배경과 한계

현재 신·재생에너지원은 ｢신·재생법｣에 따라 태양광을 비롯한 12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

나 건축물에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품목은 2022년 8월 개정으로 태양광 6개 시스

템(집광채광 시스템 3개 포함), 태양열 5개, 지열 2개, 연료전지 2개, 수열 1개, 바이오 1개, 풍

력 1개로 신·재생에너지원 7개 분야 총 19개 시스템 품목이 있다.

2011년 4월 부터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에 따라 해당 대상 건축물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축물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과 지역

계수가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원의 단위에너지생산량과 보정계수가 필요하다. 2012년도 

1월 신설된 당시 신·재생에너지원 설비시스템의 종류는 태양광 고정식을 비롯하여 10가지 

시스템으로 한정되었으나 2013년부터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에 대한 수요요구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원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였다. 특정 시스템이기도 한 연료전지시스템 PEMFC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고분자전해질)의 경우 2013년 처음으로 도입되

어 단위에너지생산량은 한 차례 걸쳐 개정되면서 현재 21.2% 감소 되었고, 수열에너지시스

템은 2016년 도입되어 단위에너지생산량은 한 차례 걸쳐 개정되면서 현재 57.8% 감소 되었

으며, 목재펠릿시스템은 2017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단위에너지생산량의 개정은 없었다. 

2018년 도입된 신설된 신·재생에너지원은 3가지 시스템으로 태양열시스템 공기식 무창형과 

공기식유창형이 있으며, 집광채광시스템으로는 실내루버형이 추가되어 단위에너지생산량

과 보정계수가 정립되었다(Park, 2022).

현재 2023년 사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의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는 

Table 1과 같다.

최근 건축물에 주로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시스템은 태양광 고정식과 BIPV(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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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일체형), 태양열 평판형, 지열 수직밀폐형, 집광채광 실내루버형, 연료전지, 수열, 소형풍력 

등을 포함하여 총 7개 분야로 증가 되었다.

그러나 태양광 고정식이나 태양열시스템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비율이 매년 

증가되어 신축건물 옥상에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연료전지나 지열시스템의 경우 

설치 이후 유지관리 비용 측면의 한계로 가동율이 낮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Park, 2022).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12개 분야로 나누어 있지만 발전소가 아닌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할 신·재생에너지원의 선택 폭은 여전히 적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의 확대

가 필요하다.

Table 1. Unit energy production and correction coefficient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Revision 2022.8.17.)

New and Renewal energy Unit Energy Production Correction Coefficients

Photo voltaic

Fixed 1,358

kWh/kW·yr

0.95

Tracking 1,765 1.47

BIPV 923 6.12

Solar thermal

Flat plate 596

kWh/㎡·yr

1.78

Single vacuum tube 745 1.42

Double vacuum tube 745 1.42

Air Non-window 487 1.53

Air Window 557 2.87

Geo thermal 
Vertical sealing 864

kWh/kW·yr
1.26

Open loop 864 1.00

Condensing 

daylighting

Prism 132

kWh/㎡·yr

7.76

Light duct 73 7.77

Interior louver 184 2.77

Fuel cell
PEMFC 7,415

kWh/kW·yr
2.20

SOFC 9,198 8.71

Ocean-water heat
Sea water 864

kWh/kW·yr
1.30

River water 864 1.30

Wood pallet 322 kWh/kg·yr 0.32

Small wind power 2,375 kWh/kW·yr 4.50

초소수력 신·재생에너지와 건축물 배수 에너지

초소수력 신·재생에너지

수력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해 수차와 같은 유체기계에 회전에너지로 변환하고 이

것을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방식으로 낙차와 유량에 의해 발전설비의 용량이 결

정된다. 낙차는 상부에서 하부로 이용 가능한 최대 수직거리(m)이며, 유량은 단위시간당 수

차를 통과하는 물의 양(㎥/s)을 말한다. 수력발전은 수차를 회전시키는 물의 양이 많고 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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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클수록 발전설비 용량이 커지고 전력생산량이 많아 경제성이 좋아진다. 이론에 의한 수력 

발전은 다음 식과 같다.

P(W)=9.8×Q(㎥/s)×H(m)×η (1)

P: 이론 수력, 9.8: 중력가속도 (m/s2), Q: 사용수량, 

H: 유효낙차, η: 효율(수차효율×발전기효율)

신·재생에너지의 한 분야인 수력은 2005년 이전에는 시설용량 10 MW 이하를 소수력으로 

규정하였으나 ｢신·재생법｣에 따라 수력 설비용량 기준을 삭제하고, 심야전기를 필요로 하는 

양수를 제외한 ‘물의 유동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모든 설비’로 일원화해 소수

력을 포함한 수력 전체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MOTIE and KNREC, 2018).

그러나 기술적 측면에서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수력에너지는 Table 2와 같이 분류하고 있

으며, 신·재생에너지에 근거한 소수력 발전시스템의 경우 소수력(Small Hydropower), 미니 

수력(Mini Hydropower), 마이크로 수력(Micro Hydropower)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마이크로 수력부문에서 더 작은 용량으로 1 kW 미만을 나노(Nano Hydropower)수력으

로 명명하였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보급 대상은 주로 발전설비용량 10 MW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는 5 MW 이하를 지원하고 있다.

Table 2. Hydropower generation names according to power generation capacity

Power generation capacity Name Remarks

100 MW over Large Hydropower

10~100 MW Medium Hydropower

1~10 MW Small Hydropower

100~1,000 kW Mini Hydropower

1~100 kW Micro Hydropower

1 kW under Nano Hydropower

건축물 배수에너지 잠재성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물 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

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물 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IT 기반의 스마트 기술 적용과 관련

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1세기에 물 산업은 블루골드(Blue Gold)로 20세기의 블랙골드(Black Gold)인 석유산업

만큼이나 고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물은 이제 산업측면 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에

서도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Kim et al. (2022)의 서울물연구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물사용기기의 효율증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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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캐나다 사례에서는 거의 20-30% 감소)와 누수 감소(2010년 대비 2019년 누수율 57% 

감소)에도 불구라고, 서울시민 한명당 가정용수 일일사용량은 2010년 대비 10년간 8.4 L 증

가하여 물 수요관리정책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물에서의 배수에 의한 에너지 잠재량은 공동주택의 경우 설계기준 사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소․최대유량 및 정상유량 발생빈도를 시간대별 사용수량 그래프의 분포면적비로 

나누어 볼 때 초소수력 발전에 가능한 발전용수는 최근 물 사용량의 증가로 전체 배수 용량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에서의 배수관을 통한 낙하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초소수력에 의한 

발전시스템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완공된 국내 최초 고층형 제

로에너지 공동주택(36층) 등장으로 건축물내의 배수를 이용한 낙차에 의한 초수력발전 시스

템의 신․재생에너지 활로 개척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Park and Jung, 2022).

건축물 배수 사용 특성과 배수 용량

환경부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2002년 264 L였던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매년 조금

씩 늘어서 2016년 기준 287 L였고, 2015년 기준으로 국내의 물 사용량을 1로 잡으면 독일 

0.49, 프랑스 0.57, 스위스 0.85, 일본 0.97 등의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물 사용량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Seoul Water Research Institute, 2018).

최근 서울시 소재 아파트 1,825세대 4,679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가구별 물 사용특성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평균 222 L로 1인 가구 438 L, 2인 가구 266 L, 3인 가구 

191 L, 4인 가구 176 L로 나타나 1, 2인 가구에서 물 사용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주택 가정용으로 사용패턴에 대해서 3가정(3-5인가구)을 대상으로 디지털계량

기와 데이터로거를 설치하여 실측 조사를 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물 사용량에 대한 용도별 

사용량은 주중의 경우 샤워기(욕조) 27%, 양변기 25%, 세면대 17%, 세탁기 14%, 싱크대 

12%로 나타났다. 주말에 대한 용도별 사용량은 싱크대 25%, 샤워기 20%, 양변기와 세면기 

각각 19%, 세탁기 10%로 나타났다(Kim et al., 2022).

Table 3. Drainage usage by condominium building use (1 person per day)

Category Shower Washbasin Laundry Sink Toilet etc. Water usage

Weekdays
49.4 L

(27%)

31.9 L

(17%)

26.2 L

(14%)

21.0 L

(12%)

45.9 L

(25%)

8.9 L

(5%)
183.3 L

Weekends
35.0 L

(20%)

32.6 L

(19%)

17.0 L

(10%)

43.7 L

(25%)

32.3 L

(19%)

12.1 L

(7%)
172.6 L

Average
42.2 L

(24%)

32.3 L

(18%)

21.6 L

(12%)

32.4 L

(18%)

39.1 L

(22%)

10.5 L

(6%)
178.0 L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2002-2006)

24.7 L 15.4 L 30.8 L 28.4 L 38.5 L - 15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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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의 1일 1인 배수량은 주중과 주말을 포함한 평균 전체 사용량은 Table 3과 같

이 178.0 L(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한 2002년에서 2006년도 자료의 151.0 L에 비해 약 

15% 증가됨)로 양변기의 평균 오수용 39.1 L (22.0%)을 제외하고는 샤워기 등의 일반 배수

용으로 사용된 양은 138.9 L로서 전체 배수량의 78%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서 공동주택 이나 오피스텔의 1인 가구의 건축물 배수량은 

438 L, 2인 가구는 266 L로 양변기의 오수용 22%로 가정할 때 1인 가구의 오수용 96 L와 2인 

가구의 오수용 59 L를 제외하면 주거용 건축물에서 초소수력 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될

수 있는 잠재에너지인 일반용 배수량은 1인 가구 약 340 L, 2인 가구 207 L로 건축물 배수용 

잠재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가구시 비율은 총 가구수 3,792,104가구수를 기준으로 볼 때 1인가구는 31.3%, 

2인가구 25.9%, 3인가구 21.4%, 4인가구 16.6%, 5인가구 3.7%, 6인이상 1.1%로 1인가구와 2

인가구의 증가로 전체 세대 비율이 57.2%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 

초소수력 발전시스템 시험체 측정

초소수력 발전시스템 시험체 제작

초소수력 발전시스템의 시험체 제작은 건축물에서 무한히 배출되는 배수에너지의 낙차로 

배수 수직관에 부착된 수차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초소수력 발전시스템의 시험체 측정에 대한 계통도는 Figure 1과 같이 상부수조에서 공급

펌프를 통한 수량을 전자유량계로 측정한 후 4.0 m의 높이에서 섹스티아 조인트를 통과한 배

수를 자연 낙하하여 수평형 초수력 발전시스템의 수차를 통해 하부수조로 전달하여 다시 환

수펌프를 통해 상부수조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Figure 1. Measurement Sch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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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평형 초소수력 발전시스템의 수차의 회전에너지에 의하여 발생한 전력은 제어기를 

통해 배터리로 저장하도록 하였으며 클램프 미터계를 설치하여 각 변위의 전류강도를 측정

하였다. 초소수력 발전시스템의 측정은 유량 범위를 0.5~10.0 ㎥/h로 분류하여 전자유량계로 

유량을 변경하면서 발전기를 통해서 생산되는 전력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변동 유량의 안정화 시간은 매 유량 마다 30초의 간격을 주어 밸브 개폐시간과 유량 

증가 시점 간의 물리적 위치 거리의 오차를 해결하였다. 

초소수력 발전시스템의 시험체 측정 도면과 측정장치 및 시험체 모델의 개요는 Figure 2와 같

다. 배수 수직관에 부착된 수평형 초소수력 발전장치는 배수관 하단의 유입부에 45° 각도로 설치

하여 유속 증가의 효율을 높혔고 수차인 블레이드는 12개 날개로 제작하여 회전 효율을 높혔다.

(b) Magnetic Flowmeter

(c) Horizontal Nano hydropower

(a) Measurement Plot (d) Measurement Overview

Figure 2. Measurement Model Test

초소수력 발전시스템 시험체 측정결과

수평형 초수력 발전시스템 시험체를 통해 낙하 높이 4.0 m에서 유량 0.5 ㎥/h~10.0 ㎥/h의 

분류에 따라 측정한 전력은 Figure 1의 측정 계통도에서와 같이 컨트롤러 박스내에 콘덴서 부

착 유무에 따라 전력을 실측하였다. 

측정 초기에 컨트롤러 박스내에 콘덴서를 부착하지 않고 측정한 결과 컨트롤러가 배터리

를 충전하기 위해 전력이 순간적으로 소비되어 초소수력 발전기에 브레이크가 발생하여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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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컨트롤러 박스내 콘덴서(50 V/1,000 

uF)를 5병렬로 사용하여 충전된 전류가 초소수력 발전기의 갑작스런 브레이크 현상을 방지

하도록 하였다. 

콘덴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측정한 전력의 평균 값은 Table 4에서와 같이 유량 3.5 ㎥/h 

~10.0 ㎥/h의 범위내에서는 변동 없이 12 W~13 W의 전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에 콘덴서를 부착하여 측정한 전력의 평균 값은 유량 2.0 ㎥/h에서 19 W 전력을 생산하고, 유

량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전력의 증가세를 보여 유량이 10.0 ㎥/h에서 33 W를 생산하게 

되어 콘덴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보다 약 2.5배의 발전효율을 보였다. 

Table 4. Actual power energy production with or without condenser in test model of 

Horizontal Nano hydropower generation system

Test Flow

(㎥/h)

Normal Test-without Condenser (W) Condenser Board Test (W)

First Second Third Avg. First Second Third Fourth Avg.

0.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0 0.156 0.000 0.000 0.052 0.000 0.000 0.642 0.000 0.161 

1.5 0.741 0.844 0.684 0.756 2.339 2.705 4.514 4.538 3.524 

2.0 6.719 6.600 6.947 6.755 9.100 18.690 29.400 19.698 19.222 

2.5 9.859 9.613 9.772 9.748 14.762 20.832 27.039 22.491 21.281 

3.0 10.222 10.016 9.997 10.078 28.759 31.361 23.103 28.517 27.935 

3.5 12.128 12.113 12.031 12.091 27.690 29.004 21.716 21.600 25.002 

4.0 12.853 12.547 12.706 12.702 28.621 34.041 24.952 27.958 28.893 

4.5 12.941 12.797 13.106 12.948 21.493 26.799 24.362 31.021 25.919 

5.0 12.972 12.678 13.159 12.936 33.107 37.084 24.308 33.430 31.982 

5.5 13.022 12.541 13.323 12.962 31.439 33.599 29.000 22.084 29.031 

6.0 13.063 12.675 13.366 13.034 23.552 27.050 26.051 32.006 27.165 

6.5 13.072 12.816 13.541 13.143 32.835 32.005 29.031 26.446 30.079 

7.0 13.106 12.828 13.422 13.119 38.845 27.035 34.539 32.223 33.160 

7.5 13.147 12.872 13.609 13.209 26.355 23.889 33.169 23.086 26.625 

8.0 13.159 12.884 13.716 13.253 22.893 29.359 31.215 30.297 28.441 

8.5 13.222 12.991 13.709 13.307 30.750 27.922 33.201 34.449 31.581 

9.0 13.272 13.119 13.644 13.345 32.468 33.516 30.777 23.818 30.145 

9.5 13.278 13.141 13.778 13.399 26.007 32.725 29.419 36.702 31.213 

10.0 13.291 13.228 13.972 13.497 32.559 26.387 37.100 36.704 33.188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의 의무화가 다가옴에 따라 건축물에서 배수관으로부터 무

한히 배출되는 배수 에너지의 낙차를 이용하여 배수 수평형의 수차를 통해 생산하는 전기에

너지를 실측하여 초소수력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하여 접근한 결

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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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동주택 이나 오피스텔의 1인 가구의 건축물 배수량은 438 L, 2인 가구는 266 L로 

양변기의 오수용 22%로 가정할 때 1인 가구의 오수용 96 L와 2인 가구의 오수용 59 L를 제외

하면 주거용 건축물에서 초소수력 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될수 있는 잠재에너지인 배수

량은 1인 가구 약 340 L, 2인 가구 207 L로 건축물 배수용 잠재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초소수력 발전시스템에 콘덴서를 부착하여 실측한 전력의 평균 값은 유량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전력의 증가세를 보여, 유량이 10.0 ㎥/h에서 전력 33 W를 생산하여 콘덴서

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보다 약 2.5배의 발전효율을 보였다. 

이는 콘덴서를 부착함으로써 충전된 전류가 초소수력발전시스템의 갑작스런 브레이크 현

상을 차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의 한 분야인 수력은 주로 발전소를 대상으로 10 MW 이하를 연구개

발 및 보급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과대한 용량이 되어 활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초소수력 발전용량을 1 kW 이하로 하여 나노(Nano)수력으로 명명하고 이를 연

구개발 및 보급대상으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초소수력 발전장치 시스템을 수평형 뿐 만 아니라 수직형도 보완하고 개발하여 건축물의 

배수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차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에너지저장시설(ESS)에 두어 건축물내 지하

주차장 조명등, 가로등 등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의 시장을 창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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