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현재 세계는 화석연료 부존자원의 유한성과 자원국의 자원 

무기화로 인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어려움,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방출로 지구 온난화 현상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청정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몰

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의 목적은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

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

바지하는데 있다. 

신에너지(new energy)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

로서,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

너지 등 3개 분야를 들 수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에너지 등 8개 분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의 무한한 에너지이다. 이들 재생에너지

는 고갈될 염려가 전혀 없고, 일단 개발이 되면 태양계가 존

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1.2 해양에너지

해양은 지구 표면적의 약 71%를 차지하며, 인류의 생존 및 

사회, 경제활동분야에 있어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 해양의 주

요 역할은 광물자원의 보고, 온난한 기후의 생성, 식량 및 급

수로의 이용, 해상운송수단이나 레크리에이션장소로서의 제공 

등 다양하다. 근래에는 해양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에너지

를 활용하여 인류가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해양은 장차 밀어닥칠 자원난에 대비하여 지구상의 마지막 

에너지 寶庫로서 그 가치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해양에

너지 개발은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세계 각국의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다. 

해양으로 흡수된 태양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변환되어 해

양에 존재하며 이와 같은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대체에너지로

서 파랑(波浪)에너지를 이용한 파력발전, 조석(潮汐)간만의 차

를 이용한 조력발전 등이 대표적으로 실용화 가능한 대상이

며, 심해수와 표층수간의 온도차를 이용한 온도차 에너지를 

이용한 온도차발전(OTEC) 등도 가능성 있는 대상이다. 또한, 

최근에는 조류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를 활용하는 조류발

전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에너지자원은 몇몇 선진국가에 의하여 부분적

으로 실용화되어 건설․보급되었으며 이러한 고도의 기술은 장

차 다가올 에너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

을 지니고 있다. 한편, 해양에는 육상에서도 개발되고 있는 풍

력에너지와 태양광에너지 자원도 풍부히 존재하고 있다.

1.3 해양에너지의 특징

이러한 해양에너지는 바다의 크기만큼 그 양이 엄청나며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에너지원일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과

정에서는 특별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

각하는 미래의 청정 에너지원 개발방향과 부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연에너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양

에너지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성과 분산성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해양에너지원을 복합적으로 활

용함으로써 변동적이고 분산적인 에너지원을 취합하여 안정

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또 취득한 에너지를 현장 근

처에서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해양의 환경개선과 연안의 생

산성 증가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력발전

2.1 조석(潮汐)

지구상 모든 바다에서는 지구-달-태양의 상대적인 천체운

동에 의하여 약 반일주기 또는 일일주기의 해면 상하운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해수면의 완만한 주기적 승강운동을 潮汐
(Tide)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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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현상은 그 발생 원인이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천

체운동이므로 대체로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조석 간만

의 시각, 조위 및 조차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동해안의 묵호에서는 조차가 0.2m 

밖에 안 되지만 남해안의 여수에서는 3m이고 서해안의 인천

에서는 8m나 된다. 

해양 또는 연안에서 임의 지점의 조석 예측을 위해서는 사

전에 관측된 많은 자료가 필요하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정확

한 예측이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인천, 

군산, 목포 등 주요 항만에 조위계, 각종 관측센서, 자료 저장 

장치, 기본수준점표(TBM), 표척 등을 설치하여 장기 조석관측

을 실시하고 있다. 

2.2 조력발전의 특징 

지금까지 조석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이 고안되어왔으며, 240MW급의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가 

상용발전소의 대표적인 예다. 

조석현상은 태양광, 풍력, 파력 등의 자연에너지와는 달리 

날씨에 관계없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규칙성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여 에너지 

회수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다. 

2.3 조력발전소의 주요 구조물 

조력발전소 주요 구조물은 수차케이슨(그림 1), 수문케이

슨(그림 2), 수차케이슨과 수문케이슨 또는 육지와 연결시

키는 방조제, 선박의 조지내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통선문, 

발전된 전력을 전력계통망에 연결시키는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 터빈이 설치된 수차케이슨

그림 2. 수문케이슨 

2.4 조석현상 활용방법에 따른 분류 

조력발전 방식은 일정중량의 부체가 받는 부력을 이용하는 

부체식, 조위 상승하강에 따라 밀실 공기를 압축시키는 압축

공기식, 방조제를 축조하여 해수저수지, 즉 조지(潮池)를 형성

하여 발전하는 조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 실용화된 조력발전방식은 모두 조지식으로, 조차가 

큰 하구나 만에 방조제를 설치하여 조지를 만들고 외해수위와 

조지내 수위차를 이용하여 발전한다. 그림 3은 현재 상업발전

중인 프랑스 랑스 발전소 전경이다.

그림 3. 프랑스 Rance 조력발전소 전경 

2.5 조지형태에 따른 분류 

단조지단류식(單潮池單流式)은 하나의 조지를 조성, 창조

(漲潮)시에 수문을 개방하여 조지 내에 해수를 만조수위까지 

채운 후 수문을 닫고 조지와 외해 조위간의 수위차가 생길 

때 그 낙차를 이용하여 발전(낙조식 발전, 그림 4의 (a))하는 

방식이다. 낙조(落潮)시에 수문을 개방하여 조지수위를 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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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까지 낮춘 후 발전(창조식 발전, 그림 4의 (b))을 할 수도 

있으나 발전 효율면에서 전자보다 약간 불리하다. 어느 경우든 

한 방향의 흐름만을 이용하여 발전하므로 단류식이라 한다. 운

전방식은 발전→대기→충수→대기의 사이클을 반복하므로 발

전출력의 단속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발전방식이 가장 간단하

고 발전설비의 가격도 저렴하여 가장 실용적인 방식이다. 

단조지복류식(單潮池復流式, 그림 4의 (c))은 창조와 낙조 

모두 발전하는 방식으로 단조지단류식에 비해 발전시간이 연

장될 수 있지만 이 방식도 조지와 외해와의 수위차가 발전가

능 낙차에 이를 때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발전은 단속적이다. 

또한 발전기 터빈도 2방향 발전이 가능해야 하므로 단류식 터

빈보다 구조가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 이 방식은 조차가 아

주 크게 발생하는 지역에서 이용하면 단류식보다 유리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우는 단류식이 유리하

다.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발전소로 운영되고 있는 프

랑스 랑스 조력발전소가 단조지복류식이다.

그림 4. 조지형태에 따른 조력발전 방식

복조지연결식(復潮池連結式)은 2개의 조지를 형성할 수 

있을 때 하나를 고조지, 다른 하나를 저조지로 조성하여 두 

조지간의 수위차를 이용, 고조지에서 저조지로 해수를 유통

시키면서 발전하고 외해의 조석변화에 따라 고조지와 저조지

의 수문을 조작하여 조지의 수위를 계속적으로 조정한다. 연

속발전이 가능하나 발전효율은 단조지 방식에 비해 떨어진다. 

복조지분리식(復潮池分離式)은 2개의 단조지단류식 발전소

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계통으로 연결시킨다. 즉, 한 조지는 

창조시에 단류식으로 발전하고 동시에 다른 조지에 해수를 채

웠다가 낙조시에 발전함으로써 발전시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2.6 수차발전기 특성 

조력발전은 수두차 즉 유체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

환시켜 발전하는 수력발전과 동일하므로 수력발전과 유사한 

형태의 수차발전기를 이용하지만 이용 가능한 낙차가 작으므

로 저낙차에서 효율 좋은 발전기 개발이 필요하다. 조력발전

소의 수차운전조건은 하천 수력발전보다 훨씬 불리하다. 즉, 

해수중의 염분, 항상 변동하는 낙차, 방조제 외측에서 밀려오

는 파랑 및 부유퇴적물 등에 의하여 더욱 악화된다.

Bulb 수차는 Kaplan형 Runner의 상류에 수밀된 강제 

Bulb 내부에 발전기가 있다. Bulb 수차는 Bulb내에 고정자의 

고정문제를 제외하고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크

기의 하천수력발전기로 제작, 설치, 운전경험이 많아 대형 조

력발전사업에서도 선호되고 있다. 이 수차는 프랑스 랑스(La 

Rance) 발전소에서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30년 이상 가동되

어 그 실용성이 입증되었다. 최근, 소규모 하천 수력발전에 

사용되어온 스트라플로(Straflo)형 수차의 대형화가 이루어져 

조력발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5. 벌브형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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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발전설비 강재 부식 

조력발전기 발전효율과 함께 기술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

고 있는 것은 발전설비 강재의 부식이다. 해수중 금속의 부식

은 주로 이종(異種)금속간의 복합에 의한 접촉전위차, 혹은 동

일한 금속일지라도 산소농담전지작용에 의해 전류가 전해액

을 통해 흐름으로써 생기는 부식이 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

으로서 합금재의 사용, 전기적 절연, 도막에 의한 절연과 전기

방식법이 고려되고 있다. 

3. 기술개발, SWOT분석

3.1 조력에너지 발전시스템 기술

조력에너지 발전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크게 조력에너지 

변환 기술, 조력구조물 설계 및 시공 기술 그리고 조력에너지 

발전 시스템기술이 포함된다.

조력에너지 변환을 위해서는 조력발전 적지 평가 기술,  조

력에너지 집적 및 흡수 기술, 후보지 해양특성 평가 및 예측 

기술이 요구된다.  

조력발전 구조물 설계 및 시공을 위해서는 조력발전 해양 

환경 평가 및 저감 기술, 착저식 조력발전 구조물 설계 및 시

공 기술, 기존 구조물 활용 설계 및 시공 기술 등이 요구된다. 

조력에너지 발전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조력발전용 발전

기 및 전력제어 기술, 조력발전 시스템 운용 및 보수유지 기

술, 조력발전 경제성 제고 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술 등

이 요구된다.

3.2 조력발전의 기술개발 동향

조력발전의 기술개발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80년대에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서해안의 조력발전에 대

한 개략 타당성조사 수행 

• 1993년 가로림만 조력발전 타당성 조사결과, 발전 단일목적

으로 개발시 경제성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B/C=0.84), 개발이 보류됨.

• 2004년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화호 운영방법

을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함에 따라 청정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 목적으로 254천kW급 시화 조력발전소 건설을 착

수하여 2011년 준공

• 2005년 가로림만 조력발전 정밀타당성 조사 연구사업 착수

(해양수산부)하였으며, 2011년 현재 환경영향평가중

• 2006년 인천만에 대한 해양특성조사와 개념설계를 실시하

고, 갯벌지형변화 및 환경영향 예측기술을 개발하여 조력

발전 상용화 기반 구축(해양수산부)

그림 6. 조력발전소 건설 후보지(이도희, 2009)

3.3 조력발전관련 산업체 동향

조력발전관련 산업체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력에너지 개발 산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특히,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

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시 선진국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기로 합의한 교토의정서 채택이후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임.

• 조력발전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의 발전회사로는 동

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있으

며, 건설회사로는 현대건설, 삼성건설, GS건설, POSCO 

등이 있고, 설계회사로는 한아엔지니어링, 혜인이앤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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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WOT 분석

본래 기업의 환경분석을 위해 사용한 SWOT분석을 조력발

전에 대하여 활용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조력발전 SWOT 분석 

강점 약점

• 풍부한 조력 에너지원
(약 6,500MW) 보유

• 고급 IT 인력 및 관련 연구
인력 보유

• 구조적 에너지 부족국으로
대체에너지자원에 대한 정
부정책 변화

• 국가 주도로 연구지원 사업
수행

• 화석에너지의 고갈로 경제성
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음

• 해양구조물 및 해양토목
산업체의 생산․시공기술 선
진화 진행

• 발전기, 전력변환장치, 
증속기 관련 연구인력 풍부

• 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 문제로
찬반 대립이 심함

• 고효율 에너지변환
국내 기술수준 낙후

• 최적지 선정 및 환경영향
평가 및 저감기술 수준 낙후

• B/C 비율이 유동적이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며,
단기간에 회수 불가

• 첨단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가지원이
열악함

• 대용량 전력변환기술
연구 부족

기회 위협

• 외국 관련 설계/시공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후발이지만
단기간에 선두그룹으로
진입할 수 있음.

• IT 인프라 우수
•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요구 급증

• 국내시장이 활성화되면 해외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음

• 국제 표준화 활동을 선도함
으로써 시장의 주도권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음

• 자체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함

• 건설경기의 침체로 투자
여력이 낮음

• 국내상황에 불리한 규제나
표준에 따라 추가 비용의
발생 가능함

• 현재의 수준으로는 시공기술
개발과 활용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

• 기후변화협약 대응시간 부족

4. 주요 국가의 조력발전소

4.1 프랑스

1966년 프랑스 북서부 연안 Rance 하구에 설치된 시설용

량 24만 kW의 Rance 조력발전소가 있다. 이는 Chausey 대

규모 조력개발사업의 시험발전소로 건설되었으며, 1967년 국

가전력계통망과 자동 연계하여 상용발전을 시작하였다. 

시설용량 24만 kW의 Rance 조력발전소의 연간 총발전량

은 579GWh이며, 1990년의 경우 98%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

으나, Rance 발전소 준공 후 그 당시 활발히 추진된 원자력

발전사업에 밀려 개발 사업은 중단되었다.

EDF에서 랑스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Alstorm에서는 수차발전기를 생산한다.

4.2 캐나다

캐나다 동부해안에 위치한 Fundy만은 나팔형으로 길이 

265km, 폭 65km, 면적 12,850km2에 달하는 거대한 반폐쇄 해

역으로 조차가 커 오래 전부터 조력개발 가능해역으로 알려져 

왔다. Annapolis 발전소는 Fundy만 대규모 조력개발을 염두에 

두고 prototype급 시험발전소로 고려되었으며, 1981년에 착공하

여 1984년 8월 25일 준공되었다. 당초 건설공사비는 Can$ 

46M(연방 부담 Can$ 25M 포함)로 추정되었으나 실제는 

Can$60M으로 증액되었다. 시공기간은 3년이었으며, 토목공사

에는 20개월, 그리고 수차제작 및 설치에 28개월이 소요되었다.

그림 7. 캐나다 Annapolis 조력발전소 전경

1984년 상용 발전 이래 가동율이 높으며, 정격낙차에서 정

격 출력을 내고 유지관리도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발전 cycle

은 단류식으로 발전 6시간, 조지 충수 및 수위조정 6시간을 

반복한다. 송전은 69kV로 Nova Scotia주 전력계통에 인입되

고, 발전소 운전 제어는 현장에서 약 100km 떨어진 Milton 

Control Center에서 원격 조정된다. 연간 발전량은 50GWh 

이하이며, 이는 조지수위가 설계 수위보다 낮게 유지되고, 발

전소 취‧배수구 수로가 설계치보다 높아서 생기는 수리손실 

때문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 후 주변해역의 조석 특성변화로 

조차가 기대치보다 감소된 것도 요인이 되고 있다. 이곳의 평

균조차 7m는 Nova Scotia주의 싼 전력요금에 비해서 경제성

있는 개발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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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polis 발전소는 prototype급 시험발전소로 고려되었으

며, 1981년에 착공하여 1984년 8월 25일 준공되었다. 캐나다

의 싼 전력요금에 비해서 경제성있는 조력발전 개발은 그 이

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4.3 러시아

1968년 준공된 400kW급 실험용 (복류식) 발전소로 조지면

적 1.1km2, 평균조차 2.27m에 이른다. 랑스 Neyrpic-Alsthom 

사의 벌브형 수차발전기 1기를 설치하여 수차발전기 개량, 극

한지에서의 발전소 건설 및 가동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시험

하고 있다.

그림 8. 러시아 Kislaya Guba 조력발전소 전경

4.4 중국

중국 대륙은 해안선 길이 16,134.9km, 도서 안선 길이 

11,673.9km로 연안에는 조석 발전지점이 많이 분포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연안 조석은 비교적 크고, 지형적으로 최대조차가 

7~8m가 되는 항구가 많다. 1985년의 전국 조석자원 조사보

고서에 浙江, 福建省 沿岸 및 長江 하구의 개발 가능한 조석 

발전 설비용량이 전국 총량의 92%를 차지하며, 설비 용량 규

모가 50만kW 이상의 대형 조력발전소가 모두 이 지역에 존재

하며,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국은 규모는 작으나 시설용량 3,200kW의 Jiangxia 조력

발전소 등 9개의 조력발전소를 건설 가동 중이다.

그림 9. 중국 江廈 조력발전소 수차구조물 단면

4.5 대한민국

시화방조제는 1994년에 준공되었으나 방조제 건설 이후 내

측에 있는 시화호의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자 2000년도 12월

에 환경부는 시화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변경하기로 결정

했다. 

그림 10. 시화 조력발전소 조감도

시화호와 바다의 물이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조력발전건설

이 추진되어 2004년 12월에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이 시작

되었다. 이 사업은 외형적인 전력공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루 시화호 저수용량의 절반인 1억 6

천만 톤이라는 해수가 유통됨으로써 시화호의 수질 개선을 꾀

하고, 연간 862천 배럴이라는 유류수입의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간 315천 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 대기환경

오염 저감효과도 기대된다. 더 나아가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구성될 테마파크는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과 함께 시

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라 예상된다.



특집 ▶▶▶ 조력발전

26 대한조선학회지┃제 48 권 제 3 호

현재 운영중인 조력발전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운영중인 조력발전소들

발전소 랑스
아나
폴리스

키스라야 
구바

지앙시아 시화

국가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중국 한국

최대조차
(m)

13.5 8.7 3.9 8.39 9.16

시설용량
(MW)

240 20 0.4 3.2 254

준공연도 1966 1984 1968 1985 2011

연간
발전량
(GWh)

544 50 1.2 6.0 601.4

발전방식
복류식
양수기능

단류식 복류식 복류식 단류식

5. 결 론

우리나라도 254MW급의 세계 최대 규모 시화 조력발전소

를 보유하게 되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에너지, 환경, 지역 

경제, 관광산업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촉진을 위하여 2012년부터 기존

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를 신․재생에너지 공

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로 전환

하기로 결정하였다. RPS는 국내 전기사업자들이 전력공급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조류 및 파력 발전에 비하여 기술력이 검증된 조

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욕구가 증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조지내 조차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서 조지내의 조량(潮量)도 감소되어 여러가지 측면에서 환경

변화가 발생한다. 조지내 조차의 감소를 추정하는 것은 비교

적 간단하지만 이에 따른 수질의 변화, 생태계의 변화, 더 나

아가서 환경전반에 파급되는 영향 평가 및 예측은 쉽지 않다. 

따라서, 조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환경관리를 철저

히 수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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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Ⅱ): 조력․조류에너

지] (2002) 

‧ 해양연구소 [가로림 조력발전 후속조사 및 우수영 조류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제2권 기술검토보고서] (1986)

‧ 홍석원, 김현주, 강윤구 [해양에너지공학, 신기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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