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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력 발전용 고효율 100kW 발전기의 설계해석 및 경제성 분석

Design Analysis and Economic Analysis of high Efficiency 100kW Generator for 

Hydro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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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shows the design of the 100 kW IPMSG for small hydraulic power generator. The high-efficient 

generator, method of the dual layer interior permanent magnet was studied to improve the method of the single layer interior 

permanent magnet, which is mostly used. Analysis of magnet arrangement and cogging torque was done by FEM. According to 

structure analysis of dual layer interior permanent magnet, the amount of usage of the permanent magnet was reduced and 

cogging torque was decreased as well. With these successful results, the high-efficient generator design was accomplish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ructure analysis, the test product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And the design values and 

performance outputs were compared and verified with success. Also, the economic feasibility was conducted based on the 

electric power generated from the test product installed at the site. By the B/C analysis, in case that only SMP was analyzed, 

B/C ratio was 1.24 at the discount ratio of 5.5%, which considered to be economically feasible. The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for the application of developing large scale high-efficient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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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따라 권선형 동기발전기 

보다 고효율 운전이 가능한 영구자석 발전기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1, 2]. 영구자석 발전기는 권선형 동기발전기

에 적용되는 브러쉬(brush) 또는 슬립링(slip-ring)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간단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높은 잔류자속 

및 보자력 특성을 갖는 영구자석을 적용함으로써 소형 경량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가의 영구자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가격화를 위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영구자석 발전기는 고

정자와 영구자석을 포함하는 회전자의 형상에 의한 불평형적 자

기저항에 의하여 코깅 토크(cogging torque)가 발생한다. 코깅 

토크는 발전기의 진동, 소음의 원인이 되므로 필수적으로 코깅 

토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형상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코깅 

토크를 저감하는 설계 방법으로 영구자석을 포함하는 회전자 형

상과 고정자 슬롯(slot)의 형상을 변경하는 방법, 극수와 슬롯의 

조합을 통하여 자기저항변화를 상쇄시키는 방법, 고정자나 회전

자에 스큐(skew)구조를 채택하는 방법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된

다[3-5].

본 논문에 적용된 2층구조의 매입형 영구자석 발전기(IPMSG: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는 고정자

와 회전자 외경부가 투자율이 높은 전기 강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극의 퍼미언스(Permeance)가 높아 큰 코깅 토크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코깅 토크 최소화 및 정현적인 역기전력 파

형을 위한 발전기 형상 설계가 필수적이다[6].

본 논문은 소수력 발전에 적용 가능한 100kW 영구자석 발전기

를 대상으로 저가격화를 위하여 회전자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을 

최소화하고 유한요소 해석(FEM)을 통하여 코깅 토크 최소화 및 

역기전력 파형 개선 설계를 수행하였다[7]. 또한 설계 자료를 토

대로 실험용 시험품 제작을 하였으며, 설계 해석과 실험용 시험

품의 실험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설계 변수와 실험치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소수력 발전기를 현장 설치하였으며, 설치비용

과 발전전력을 측정하여 경제성에 대하여 B/C(Benefit/Cost), 

IRR(Internal Rate of Return), NPV(Net Present Value) 분석하

였다[8-11].

2. 소수력 발전용 100kW 영구자석 발전기 설계

2.1 목표 사양 및 설계 제원

표 1에 소수력 발전용 100kW 영구자석 발전기의 목표사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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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발전기의 회전수는 900(rpm), 발전기 출력 100kW, 

효율 95[%] 이상을 설계 목표로 설정하였다. 

표 1 소수력 발전용 100kW 영구자석 발전기 목표사양

Table 1 Target Specification of goal of 100kW generator for 

small hydropower

항  목 단  위 목표값

Power [kW] 100

Voltage [Vrms LL] 680～750

Current [Arms] 84

Speed [rpm] 900

Efficiency [%] 95 이상

표 2는 해석모델의 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 단층 영구자석 

모델에서 목표사양 만족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2층 영구자석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은 고정자 형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자의 영구자석 형상 및 배열을 최적화 함으로써 코깅 토크 

저감 및 역기전력 파형 개선을 목표로 상세 설계를 진행하였다. 

그림 1은 소수력 발전용 100kW 영구자석 발전기 해석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소수력 발전용 100kW 영구자석 발전기 설계 제원

Table 2 Design Specification of 100kW generator for small 

hydropower

항  목 단  위
단층 

영구자석 모델

2층 

영구자석 모델

고정자 외경 [mm] 680 680

회전자 외경 [mm] 537 537

극수 / 슬롯수 - 12/126 12/126

영구자석

배열
- 단층 IPM 2층 IPM

공 극 [mm] 1.5 1.5

(a) 단층 영구자석 해석 모델

(a) Analysis of Single magnet 

layer

(b) 2층 영구자석 해석 모델

(b) Analysis of dual  magnet 

layer

그림 1 소수력 발전용 100kW 영구자석 발전기 해석 모델

Fig. 1 Model of 100kW permanent magnet generators for 

small hydro power

2.2 회전자 세부 설계 

회전자의 세부구조를 그림 2에 나타내고 있다. 전기강판(core)

의 재질은 무방향성 전기강판(508N290) 자성체 S-09이며 철심두

께는 0.5t를 480매를 적층하여 회전자 길이를 240 mm가 되도록 

설계 하였다. 1차, 2차 영구자석의 기울기 각도는 각각 내각 90°, 

114° 이며, 영구자석 삽입 부위는 그림 11의 빗금 부분과 같이 

설계하였다. 회전자의 영구자석은 회토류계 네오디움(NdFe-B) 

자석을 적용하였으며, 표면자속밀도 [T(B)]는 0.35 tesla (3500 

gauss), 큐리온도(Tc)가 180°C의 35SH로 설계하였으며, 영구자석

의 세부 시험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 2 회전자의 영구자석 세부구조

Fig. 2 Detailed structure of rotor and permanent magnet

표 3 영구자석 시험 결과

Table 3 Test results of permanent magnet

Test Results 비 고

Br=
11.93 KGs

잔류자속밀도
1.193 T

Hcb=
11.66 kOe

보자력
928 ㎄/ｍ

Hcj=
20.17 kOe

고유보자력
1606 ㎄/ｍ

(BH) max=
34.71 MGOe

최대에너지적
276 kJ/m

2.3 고정자 세부 설계

고정자의 세부구조를 그림 3에 나타내고 있다. 고정자의 전기

강판(core)의 재질은 회전자와 동일한 무방향성 전기강판

(50PN290) 자성체 S-09로 설계 하였다. 철심두께 0.5t, 적층 480

매, 길이 240mm로 회전자의 길이가 동일하다. 고정자의 형상은 

그림 3과 같이 Ω형태 이며, 권선코일(Magnetic-wire)의 전류밀

도는 1m / m (SQ)에 약 2.27Amp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발전기 

최대전류 84Amp에 맞도록 코일단면적[Ao]을 36.94SQ로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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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00kW 발전기 단면도

Fig. 4 Cross section view of 100kW generator 

그림 5 100kW 발전기 조립도

Fig. 5 Assembly view of 100kW generator

였다. 결선은 Y결선이며 코일규격은 ϕ1.2 X 7릴 / ϕ1.3 X 1릴 / 

ϕ1.4 X 2릴, 권선수는 5턴, 코일 점적율 약 42% 로 설계 하였다. 

절연등급은 F등급으로 절연전압 2000V, 100mA, 1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고정자의 세부 설계사양은 표 4에 나타

내었다.

그림 3 고정자의 세부 구조

Fig. 3 Detailed structure of stator

표 4 고정자 사양

Table 4 Specification of stator

구 분 사 양 구 분 사 양

출력[P] 100kW 전압[Vac] 680Vac

 전류[Amp]
정격전류 

84A
회전수[Rpm] 900RPM

주파수[F] 90Hz 스롯트수[Slot] 126

절연사양[R] F종 철심장[Core] 240

고정자 외경[m/m] 680mm 철심[Core] S-09

고정자 내경[m/m] 540mm 결선[Cont] 3병렬 Y

공극장

[Air-gap]
1.5mm 코일 단면적[Ao] 36.94Sq

2.4 회전자 및 고정자 구조설계

3D 모델링을 통하여 발전기 각 부품의 구조설계를 진행하였

다. 그림 4는 100 kW 발전기의 단면도를 나타내며, 그림 5는 

100kW 발전기 조립도를 나타낸다.

2.5 코깅 토크 저감 설계

영구자석과 여자코일로 이루어진 자기회로의 에너지는 식 (1)

과 같이 표현된다. 첫 번째 항은 자기인덕턴스, 두 번째 항은 

영구자석, 세 번째 항은 상호자속에 의한 에너지이다. 토크는 식 

(2)와 같이 에너지를 기계각()에 대하여 미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1)




    (2)

여기서 은 자기인덕턴스, 는 전류, 과 은 기자력과 영구자

석에 의한 릴럭턴스, 은 영구자석에 의한 쇄교 자속,  은 턴

수, 는 기계각 이다. 식 (1)과 식 (2)에서 토크는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3)

전류가 0 일 경우 식 (3)은 두 번째 항만 존재하며 따라서 코

깅토크는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식 (4)와 같이 공극의 자속밀

도와 자기저항의 변화를 줄임으로써 코킹토크를 저감시킬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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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단층구조 모델과 2층구조 모델의 영구자석 사용량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usage for single layer and dual 

layer permanent magnet compare usage for FEM 

analysis 

구분
극당 영구자석 

부피[]
극수

영구자

석비중

[g/]

무게

[kg]
비고

단층

구조 

모델

12×26×240×4

=299,520

299,

520
12 0.0075 26.96

2층

구조 

모델

35×4.7×240×2

=78,960

45×4.7×240×2

=101,520

180,

480
12 0.0075 16.24 39.8%

여기서 는 공극자속밀도 이다.

구조적으로 대칭인 영구자석 발전기의 경우 코깅토크는 각도

에 대하여 주기적인 파형 분포를 가진다. 코깅 주기는 식 (5)와 

같이 극수와 슬롯수의 최소공배수로 나타난다. 

  


 (5)

여기서 는 극수, 는 슬롯수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코

깅 토크를 저감하기 위하여 영구자석을 포함하는 회전자 형상과 

고정자 슬롯의 형상을 변경하여 자기저항의 변화량을 줄이고 적

합한 극수와 슬롯의 조합을 통하여 코깅 토크를 저감하였다. 그

림 6은 단층구조 모델과 2층조 모델의 코깅 토크 해석 결과이다. 

해석 모델은 발전기의 rotor는 12극이며 고정자는 126슬롯 구조

로 해석 하였다. 코깅 토크의 주기는 극수와 슬롯(slot) 수의 최

소공배수로 나타난다. 본 발전기 설계는 12극 126슬롯(sot) 이므

로 최소공배수는 252이다. 즉, 1회전 (360°)의 주기를 갖는다. 

따라서 cogging 1주기 = 360 / 252 = 1.42857… 으로 기계

각()은 약 1.428 이며 영구자석을 2층 구조로 배열한 모델의 코

깅 토크는 35.8[Nm] 로 단층 구조모델의 코깅 토크 53[Nm]에 

비하여 32.4%개선되었다.

그림 6 토깅토크 계산 결과

Fig. 6 Calculation results of cogging torque

2.6 역기전력 파형 개선 설계

발전기의 고조파는 영구자석의 와전류 손실 및 권선의 온도상

승을 유발하여 효율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역기전력 파형의 고조

파를 줄이는 형상설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7은 단층구

조 모델과 2층구조 모델의 역기전력분석 파형이며, 그림 8은 역

기전력 파형의 FFT(Fast Fourier Transform)분석 결과이다. 3차 

고조파와 9차 고조파에서 두 모델간 큰 차이가 있음을 관측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2층구조 모델에서 고조파가 저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역기전력 파형

Fig. 7 Back-EMF waveform

그림 8 역기전력파형 FFT 분석 결과

Fig. 8 FFT Ananlysis results of BEMF 

2.7 발전기의 영구자석 사용량 비교

영구자석 발전기는 고가의 영구자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가

격화를 위하여 영구자석의 사용량을 저감하는 형상 설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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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출력 전압

(a) Output voltage

                  (a) 출력 전류

(a) Output current

그림 9 단층구조 모델의 출력 특성 

Fig. 9 Output characteristics for single maget layer analysis

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2층 구조로 영구자석을 배열

하고 영구자석이 매입되는 각도와 크기를 설계변수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였다. 설계결과 목표사양을 만족하면서 단층 구조모델

에 비하여 영구자석의 사용량을 39.8% 저감하는 설계가 가능하

였다.

2.8 설계 결과

표 3은 소수력 발전용 100kW 영구자석 발전기 설계결과이다. 

표 3에서와 같이 단층구조 모델은 발전기의 회전수 900(rpm)일 

때 출력이 100.6(kW), 출력전압은 400(Vrms), 출력전류는 83.8 

(Arms)이며, 효율(η)이 96.3(%)로 해석되었다. 2층구조 모델은 출

력이 104.7(kW), 출력전압 412(Vrms), 출력전류 84.7(Arms), 효

율(η) 97.1%로 고효율로 해석되었다. 그림 9, 10은 각각 단층구

조 모델과 2층구조 모델의 100kW 영구자석 발전기의 출력 전압 

및 출력 전류 파형이다. 그림 11, 12는 단층구조 모델과 2층 구

조 모델의 자속선도와 자속밀도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6 설계 결과

Table 6 Design results for generator

항  목 단  위

단층

구조  

모델

2층

구조 

모델

비 고

Power [kW] 100.6 104.7

Voltage [Vrms Ph] 400 412

Current [Arms] 83.8 84.7

Speed [rpm] 900 900

Efficiency [%] 96.3 97.1

                   (a) 출력 전압

(a) Output voltage

                   (a) 출력 전류

(a) Output current

그림 10 2층 구조 모델의 출력 특성 

Fig. 10 Output characteristics for dual maget lay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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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속분포

(a) Magnetic Field Distribution

                (b) 자속밀도 분포

(b) Magnetic flux density

그림 11 단층구조 모델의 자속선도 및 자속밀도 분포

Fig. 11 Field lines of surface-magnet magnetic flux density 

and distribution for single magnet model

              (a) 자속분포

(a) Magnetic Field Distribution

                (b) 자속밀도 분포

(b) Magnetic flux density

그림 12 2층 구조 모델의 자속선도 및 자속밀도 분포

Fig. 12 Field lines of surface-magnet magnetic flux density 

and distribution for dual magnet model

3. 소수력 발전용 100kW 발전기 시험

3.1 발전기 시험 설비 구성

100kW 시험품 발전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실험장치(Dynamic 

test)의 구성도를 그림 13, 14에 나타내었다. 시험용 발전기를 구

동하기 위한 150kW급 3상 motor 및 motor 구동용 AC-Inverter

와 torque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대 2000Nm 측정 가능한 torque 

sensor를 설치하였다. 또한 제어계측 및 분석을 위한 PC, 전력분

석용 analyzer 및 toque / speed Amp가 설치되어 있다. 발전기

와 토크 및 rpm의 상관관계는 Po(출력) = T(torque) X RPM(회전

수) X η(효율) 이다. 발전기 출력은 150kW 저항부하(Load)로 출

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또한, 계통 연계형 인버터 (Grid-tie 

inverter)를 통하여 출력된 발전기의 전력을 3상, 380Vac 한전계

통에 접속하여 실험가능 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발전기 자체의 출

력 시험은 그림 13과 같이 별도의 저항 부하를 연결하여 특성 

시험을 하였다. 그림 14의 좌측이 구동용 AC-inverter motor 이

며, 중심에 감속기 및 토크센서, 우측에 실험용 시험품 발전기를 

설치하여 특성시험을 측정하였다.

그림 13 실험용 시험품 검사 구성도

Fig. 13 Block diagram of test simulator

그림 14 150kW 다이나모 시스템

Fig. 14 Dynamic test system of 15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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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하시험 결과

100kW 발전기를 발전기 검사장치 및 발전기 설치에 의하여 

부하특성을 측정하였다. 발전기의 실험 회전수는 900rpm으로 설

계 변수와 동일하며, 부하저항은 4.5ohm으로 설정하였다. 발전기

의 일반특성검사를 측정하였으며 권선저항은 UV-VW-WV 상간 

저항이 평균 58.07ohm으로 측정되었다. 절연저항은 1000VDC 일 

때 30,200Mohm으로 정상이며, 내전압 시험은 2000V, 100mA로 

1분간 시험에서 57.9mA로 측정되어 정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5, 표 7과 같이 부하특성실험은 부하율을 25%, 50%, 75%, 

100%일 때 출력전압(Vac), 출력전류(Amp), 출력전력(Po), 효율

(η)을 측정 하였으며, 발전기 효율은 부하율에 따라 각각 25kW 

부하일 때 91.93%, 50kW 부하일 때 95.14%, 75kW 부하일 때 

96.92%, 100kW 부하일 때 97.66%의 특성으로 측정되었다.

U-V 압:682.5

V

V-W 압:687.2

V

U상 

류:84.16A

V상 

류:84.51A

전압 전류 측정 파형 (100% 부하)

효율 측정 (100% 부하) 

그림 15 100% 부하에 따른 효율분석

Fig. 15 Efficiency analysis of variable loads

특히, 부하/효율/토크의 상관관계는 그림 16, 17과 같이 부하

가 100kw 일 때, 효율은 97.66%, 1,087.8Nm로 고효율로 측정되

었다.

표 7 100kW 발전기 측정결과

Table 7 Test results of 100kW generator

구  분 측정결과

부하율[ load %] 25% 50% 75% 100%

발전기

출력전압

[Vac]

U-V 644.3V 665.9V 680.4V 682.5V

V-W 651.1V 671.9V 685.6V 687.2V

W-U 648.2V 669.6V 683.5V 685.5V

발전기

출력전류

[Amp]

U상[Po] 22.90A 43.16A 64.02A 84.16A

V상 23.11A 43.47A 64.37A 84.51A

W상 22.96A 43.22A 63.99A 84.09A

발전기출력 25.81kW 50.18kW 75.89kW 100.0kW

발전기효율 91.93% 95.14% 96.92% 97.66%

그림 16 부하 / 전압 / 전류의 측정결과

Fig. 16 Measurement results of load / voltage / current

그림 17 부하 / 효율 / 토크의 측정결과

Fig. 17 Measurement results of load / efficiency /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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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00kW 발전기 왜률 측정결과

Table 8 THD measurement results of 100kW generator

구 분

측정결과

U상

전류
THD

기본파 고조파

1th 3th 5th 7th 9th 11th 13th

속

도

측정치 84.889 0.434 84.729 0.227 0.127 0.206 0.015 0.010 0.031

비율 양호 99.999 0.268 0.150 0.243 0.018 0.012 0.037

구 분

측정결과

V상

전류
THD

기본파 고조파

1th 3th 5th 7th 9th 11th 13th

속

도

측정치 85.066 0.459 84.981 0.286 0.136 0.205 0.008 0.014 0.014

비율 양호 99.999 0.337 0.161 0.241 0.010 0.016 0.017

3.3 THD 측정 및 분석

일반적으로 THD(종합왜률)은 5% 이내이며, 각 차수의 왜형

률이 3% 이내가 기준이다. 본 논문은 발전기 회전수 900rpm, 

부하저항 4.5ohm, 부하률 100%, U상, V상의 부하 전류는 각각 

84,889Amp, 85,066Amp의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이때 그림 18, 

표 8과 같이 U상과 V상의 THD는 각각 0.434, 0.459로 측정되었

으며, 고조파는 1th 일 때 각각 84, 729, 84, 981 이며, 5th 일 때, 

각각 0.127, 0.136 이며, 13th 일 때 0.031, 0.014로 측정되었다.

U상 전류 THD (100% 부하 조건)

V상 전류 THD (100% 부하 조건)

그림 18 100kW 발전기 왜률 분석

Fig. 18 THD analysis of 100kW generator

3.4 설계결과 및 시험결과 비교

2층 구조 영구자석 발전기의 설계 결과와 시험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하였다. 설계 모델은 900rpm 일 때, 출력 104.7(kW), 

출력전압 412(Vrms), 출력전류 84.7(Arms), 효율(η) 97.1%인데 

비하여, 시험품의 결과는 출력 100(kW), 출력전압 682.5(V) 출력

전류 84.16(Armp), 효율 97.66%로 측정되어, 표 9와 같이 설계 

모델 제원에 비하여 시험품의 효율(η)이 0.56%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설계모델과 실험용 제품의 비교결과

Table 9 Comparation results of design model and test product

항  목 단  위
설계 

모델
시험품 비 고

Power [kW] 104.7 100.0

Voltage [Vrms LL] 713.6 682.5

Current [Arms] 84.7 84.16

Speed [Rpm] 900 900

THD [%] 0.434

Eppiciency [%] 97.1 97.66 0.56

4. 적용성에 의한 경제성 분석

4.1 소수력 발전기 현장설치

본 논문에서는 시험품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그림 19와 같

이 100kW 시험품 발전기에 소수력 수차를 장착하였다. 발전기는 

외형 730mm, 길이 1379mm 이며, 프로펠라 수차는 직경 ϕ560이

며, 무구속도는 1800rpm 이며, 정격 900rpm에서 동작되도록 그

림 20과 같이 현장에 설치하였다. 발전기의 전력 생산량은 시험

가동 일수 76일 동안 실시했으며, 총 전력 생산량은 122,822kWh

가 생산되어 시험품의 정상가동일 때의 전력 생산량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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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SMP 편익분석 결과

Table 10 Benefit analysis of SMP

할인율 5.50% 4.00% 7.00%

총비용의 

현가(원)
733,517,337 752,114,301 718,136,122 

총편익의 

현가(원)
908,044,380 1,023,032,629 812,939,656 

NPV(Net 

Present Value)
174,527,043 270,918,328 94,803,534 

B/C(Benefit/

Cost) RATIO
1.24 1.36 1.13 

IRR(Internal 

Rate Return)
9% 9% 9%

4.2 소수력 발전용 100kW 발전기의 설치사진

  

그림 19 100kW 소수력 발전기 사진 

Fig. 19 Picture of 100kW hydro generator 

그림 20 100kW 소수력 발전기 설치 사진

Fig. 20 picture of 100kW hydro generator Installed

4.3 소수력 발전의 비용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험품 설치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에 대한 편

익 비용 분석을 하였다. 마이크로 수차 발전 시스템은 종축 고정

식 프로펠러 수차 및 드래프트 튜브방식이며, 2층 구조 영구자석

식 3상 동기 발전기 100kW급을 적용 운영하였다. 시설로는 전력

변환기, 제어시스템, UPS 수배전반 등 전력시스템이 적용되었다. 

전체 설치비용은 토목공사비, 설치공사비, 기자재를 포함하여 598

백만원이 소비되었다. 유지보수비용은 토목공사 및 설치공사비용

을 제외한 기자재 및 설치부재 비용의 3%(약 11.34백만원/년)를 

적용하였다. 토목공사와 콘크리트 공사 및 설치공사 등 초기공사

비는 약 220백만원을 적용하였다. 소수력 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

력량은 일평균 1,752kW를 생산 하였으며, 전력판매 비용은 일평

균 181천원(SMP 실수익)(System Marginal Price)으로 실제 거래

된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4.4 시나리오별 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첫째, 실

제 판매수익을 적용하여 SMP(System Marginal Price)만을 받은 

경우 둘째, SMP(System Marginal Price)를 받고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추가로 받았을 경우 마지막으로 SMP 

(System Marginal Price)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수익과 온실가스 저감편익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소수력 발전

의 비용편익 분석기간은 20년을 적용하였으며, 할인율은 한국개

발연구원(KDI)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

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할인율의 변화로 4%, 7%를 적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편익은 국내 탄소상쇄프로그

램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적용하였다.

4.5 SMP를 적용한 편익 분석

본 연구에서 설계한 소수력 발전기를 이용하여 실제 생산된 

전력과 판매액을 근거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수력발전

의 설치비용은 598백만원, 유지보수비는 3%를 적용하였다. SMP

가격은 116원/kW를 적용하였고, 5.5%의 할인율로 운영기간은 

20년을 분석하였다. 편익의 요소로는 전력판매 수익과 온실가스 

저감편익을 고려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0.495CO2kg / kWh

를 적용하였다. 이산화탄소의 가격은 탄소상쇄프로그램에서 제시

하고 있는 톤당 12,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총 비용의 현

가는 733백만원이며, 편익의 현가는 908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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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V(Net Present Value)는 174백만원, B/C(Benefit/Cost)는 1.24 

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RR(Internal Rate 

Return)은 9%로 분석되었다. 할인율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분

석한 결과 4%, 7%에서 B/C는 1.36과 1.13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6 SMP와 REC 적용 편익 분석

본 연구에서 SMP(System Marginal Price)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동시에 받을 경우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때에 온실가스 저감편익은 제외하였으며, REC의 가격은 

92.2원/kW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5.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B/C는 2.22로 나타났으며, 편익의 총 현가는 1,628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SMP와 REC 편익 분석결과

Table 11 Benefit analysis of SMP and REC

할인율 5.50% 4.00% 7.00%

총비용의 

현가(원)
733,517,337 752,114,301 718,136,122 

총편익의 

현가(원)
1,628,183,270 1,834,364,760 1,457,654,247 

NPV(Net 

Present Value)
894,665,933 1,082,250,459 739,518,125 

B/C(Benefit/

Cost) RATIO
2.22 2.44 2.03 

IRR(Internal 

Rate Return)
24% 24% 24%

4.7 SMP와 REC 및 온실가스 저감 편익 분석

SMP와 REC를 모두 적용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편익을 고려하

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할인율 5.5%를 적용하였을 경우 

B/C는 2.2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SMP와 REC 및 온실가스 저감과 편익분석 결과

Table 12 Benefit analysis of SMP and REC and CERs

할인율 5.50% 4.00% 7.00%

총비용의 

현가(원)
733,517,337 752,114,301 718,136,122 

총편익의 

현가(원)
1,677,375,443 1,889,786,278 1,501,694,240 

NPV(Net 

Present Value)
943,858,106 1,137,671,977 783,558,118 

B/C(Benefit/

Cost) RATIO
2.29 2.51 2.09 

IRR(Internal 

Rate Return)
25% 25% 25%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수력 발전용 100kW급 영구자석발전기의 코

깅 토크 최소화 및 역기전력 파형개선을 위하여 유한요소해석

(FEM)을 통하여 2층구조 자기배열과 영구자석의 매입각도를 최

적화하였다.

또한, 회전자에 사용하는 영구자석의 사용량을 단층구조 영구

자석설계 모델에 비하여 2층구조 영구자석 모델이 39.8%를 저감

하는 기법을 연구함으로써 소형화 및 가격현실화를 실현하였다. 

설계변수를 기초로 실험용 시험품 제작을 하였으며, 설계목표 사

양과 실험용 시제품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실험용 시험

품의 검증을 위하여 현장에 설치하였으며, 실제 생산된 전력을 

할인율 4%, 5.5%, 7%를 적용하여 분석결과 B/C가 각각 1.36, 

1.24, 1.13 으로 분석되었으며, SMP와 REC를 받았을 경우 할인

율 5.5%에서 B/C는 2.22로 나타났고, 온실가스 저감편익을 고

려하였을 때에는 B/C가 2.26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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