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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환
경을 오염시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계속 쓴다면, 환경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수력발전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
다. 그 결과, 배수구에 장착사여 오폐수를 이용해 발전하는 수력발전기를 만들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각 가정이나 저개발 국가에서 이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성공적이다.

ABSTRACT

As science advances, the kinds of energy that humanity can use are increasing. Since most of these are 

energy that pollute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pollution will become increasingly serious if we continue 

to use this energy. Therefore, in this paper, we want to study how to develop using less polluting 

hydroelectric power. As a result, we built a hydroelectric generator that was developed using wastewater that 

was installed in a drainage port. Through this study, it is successful to use this generator in each home or 

underdevelope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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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 인류가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풍력, 화력, 파력, 원자력, 조

력, 지열, 태양열, 태양광, 수력에너지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중 몇몇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 자

원을 사용할뿐더러, 환경을 오염시킨다. 인류가 

이대로 계속 한정되어있는 자원을 사용한다면, 

인류는 심각한 에너지 고갈을 겪을 수도 있고 

인류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1].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비교적 무한한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 중 
수력에너지를 선택하여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

결할 수 있도록 하 다.

본문의 2장에서는 수력발전과 관련된 연구와 다
른 오폐수 활용 발전에 대한 관련 연구에 대하
여 소개하고 3장에서는 H/W 설계 및 제작과 
S/W 설계 및 개발에 대하여 소개한다. 마지막
으로 4장에서는 결론 및 항후 연구과제를 제시
한다.

II. 관련연구

2.1. 수력발전 연구

가필순(2014)의 연구에서는 수력발전의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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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연구하 는데, 수력발전의 역할은 발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수 및 가뭄 조절도 하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등에도 많이 활용된다. 이
에 따라 다목적댐 수력발전의 가치평가와 함께 
전력시장을 전망하고 시장규제 등 외부환경 변
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하 다[2]. 하지만 수력
발전에 필요한 댐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저렴한 비용의 전력발전의 초
점을 맞추었다.

2.2. 오폐수 활용 연구

백동화(2017)의 연구에서는 오폐수를 이용하
여 발전된 전기를 건물 내외의 공용전기로 사용
함으로써 전력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 다. 

또한 큰 위치에너지를 갖는 건물의 꼭대기로부
터 수집된 오폐수를 분기관을 통해 발전부로 이
동시킴으로써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 다
[3]. 위 연구에서의 발전 방식을 응용하여 가정
이나 저개발국가에서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적정
기술로 저렴하게 사용가능한 발전 설비를 개발
하고자 한다.

III. 개발과정

3.1. H/W(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

그림 1. HYDRORATOR 완성 모습.

 HYDRORATOR의 완성 모습은 그림 1과 같
으며, 깔때기로 모아진 오폐수를 이용하여 터빈
을 돌린다. 이때 오폐수의 이물질은 거름망에 의
해 걸러지며, 쓰고 남은 물은 호스를 통해 다시 
파이프로 흘러간다. 아두이노는 발전한 전력량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역할을 한다.

3.2. S/W(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그림 2. 아두이노 회로 연결과정.

그림 3.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과정.

그림 2와 같이 아두이노와 LCD를 연결하 으
며, LCD의 전력이 표시되는 프로그램 소스는 그
림 3과 같이 하 다.

IV. 결론 및 항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적정기술과 저렴한 비용으로 오폐
수를 활용하여 수력발전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 다. 연구의 성과로는 각 가정이나 저개발국
가에서 각 개인들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다는 
점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저예산으로 개발하다 보
니, 부품이 저렴하여 내구성과 안정성이 다소 부
족하 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내구성과 안정성을 
더 보완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여 실용성
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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