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황진단 및 추진방향

3. 추진계획 및 기 효과

2. 친환경 녹색전환 수상태양



(녹색전환) 新기후체제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원 확보 필요

ü 물의 풍부한 잠재가치를 활용한 친환경‧지속가능한 녹색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 이행 및 관련 산업 육성

* `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로 확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경기부양)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저성장, 실업률 증가우려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전략적, 집중적 재원투입 필요성 증대

ü 지역경제 활성화‧상생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시행하여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댐 고유 기능 유지, 환경적 안전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해 경기부양 및 포용적 녹색전환 실현 기여, 국가 지속성장 견인



사 업 개 요

▮ 재생(태양)에너지와 해양기술(조선+계류)이 결합된 융복합 시설로서 태양광 모듈을

댐, 저수지 등 수면에 설치하는 친환경 발전시설

수상태양광의 장점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

온실가스
감축 기여

물의 新가치
재창출

수면 냉각효과로
발전효율 상승



그간 추진실적

`12년 세계최초 상용화 모델 개발을 거처

충주댐 등 3개 댐에 5.5MW 운영 中

▮ 상용화 모델 개발 등 운영 현황

수상태양광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개발(특허 22건) 및 해외 수출 지원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협업, 최초 설치부터(`11년~) 4차례에 걸쳐 안전성 검증

▮ 환경 안전성 검증

운영시설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지속 시행 중이며, 수질‧퇴적물 및 생태계 변화가 없음을 확인

* 



전력계통연계, 접근도로, 댐 수심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수상태양광 자원조사 결과,

非상수원댐 수면을 활용하여 총 2.1GW 개발 가능 (총 저수면적 대비 6.7%)

▮ K-water 수상태양광 자원조사 결과(`19)

(사업홍보) 국회, 정부, 언론사를 활용한 토론회, 워크숍, 미디어 홍보 등 추진

▮ 사업 환경 개선

(제도개선) 댐 관리 규정 내 "수상태양광 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정(`19.12)을

통해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9개 댐 용량(㎿) 442.5 206.0 1,442.5 2,091

※ (1단계) 계통연계 양호, 도로 有, (2단계) 계통연계 미흡, 도로 有, (3단계) 계통연계 미흡, 도로 無

* Media Day : 국내 주요 언론 매체(MBC 등 43개)

활용한 긍정 보도로 수상태양광에 대한 여론 개선

* 설계인자, 입지조건, 시공방법, 기자재 선정, 안전관리, 발전시설 모니터링 등



추 진 현 황

▮ `20년 현재 합천댐 등 총 5개 댐 6개 사업 122.4MW 추진 中

(중점사업) 합천댐, 용담댐 등 3개 사업 63MW, 총사업비 1,575억원

(신규사업) 충주댐 등 3개 사업 59.4MW, 총사업비 1,308억원

구 분 합천댐 (40MW) 용담댐 (20MW) 군위댐 (3MW)

사업위치 경남 합천군 용주면 전북 진안군 정천면 경북 군위군 고로면

조감도

사업방식 SPC(주민 참여형) SPC(주민 참여형) 자체사업

구 분 충주댐#3 (2.4MW) 충주댐#4 (40MW) 소양강댐 (17MW)

사업위치 충북 제천시 한수면 충북 제천시 청풍면 강원도 춘천시, 양구군

조감도

사업방식 자체사업 SPC(주민 참여형) SPC(주민 참여형)



사 업 모 델

▮ (주민참여) K-water가 설립하는 SPC에 지역 주민이 대출투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참여비율에 따라 20년간 4~10% 고정 이자수익 배분

*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민참여형 모델 도입하여 합천댐 등에 적용 中

[ 합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주민참여 사업모델 ]

ü (K-water, 공공기관) 사업개발, SPC

지분투자, 설립, 배당수익 확보

ü (지역주민) SPC에 대출투자자로 참여

하여 이자수익 확보

ü (SPC) O&M 계약, 전력, REC 거래 등

▮ (디자인 개선) 기존 4각 형태의 수상태양광 시설을 지역, 역사, 문화 및 주변 자연자원을

활용한 디자인 개선으로 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 효과 극대화



추 진 계 획

▮ (추진목표)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성장률 저하와 실업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적극 기여

(`20~`23년) 합천댐 등 연내(`20년) 4개 사업을 발주하고,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추진

(~`30년) 非상수원 19개 댐 친환경 수상태양광 2.1GW 개발 추진

* 댐 수면 점용면적은 총 저수면적 383㎢ 대비 약 6.7%인 25.8㎢

▮ (소요예산) 환경 안전성과 수용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추진, `30년까지 3.3조원 투입

구분 전 체 `20년 `21년 `22년 `23~`30년

사업규모 2,091㎿ 122㎿ 147㎿ 125㎿ 1,697㎿

투자규모 33,018억원 110억원 1,039억원 2,400억원 29,469억원

사업대상
충주댐 등

19개댐

합천, 용담 등

5개댐

소양강, 안동 등

7개 댐

임하, 보현산 등

6개댐
대청 등 18개댐



기 대 효 과

▮ 수상태양광 2.1GW 개발 시 연간 2,748GWh 생산을 통해 연간 92만가구에 친환경

청정에너지 공급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기여

(재생e 3020 목표의 4.2% 기여)

화석연료 대체

(원유 4,342천 배럴 대체 가능)

온실가스 저감

(CO2 1,262천t 감축)

미세먼지 저감

(1,484톤/년 저감 가능)

댐 주변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

산업성장 및 고용유발효과 발생

(약 7,900여명 고용 창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