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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GIS기반 적지분석을 적용하여 조류-양수 융합발전시설의 설치후보지역을 도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진도 일대 서남해 해역이며, 융합발전시설의 설계 및 설

치 특성을 고려하여 적지분석을 위한 고려인자를 도출하였다. MOHID(Modelo HIDrodinâmico)

를 이용하여 조류 수치모의를 수행하였고, 모의 결과를 공간자료로 변환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

는 제안하는 GIS기반 중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설치후보지역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총 

10개 지역이 후보지역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중 진도, 성남도, 하조도가 상대적으로 넓은 해역에 

대해 조류-양수 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어 : MOHID, 수치모의, 신재생에너지, 조류에너지, 서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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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candidate areas for tidal current-pumped storage 

hybrid power plants using GIS-based site selection analysis. The study area is the 

southwestern sea surrounding Jindo Island in South Korea.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site selection analysis were derived considering the design and installation 

characteristics of the hybrid power plant. Numerical simulation to predict tidal speed 

was performed using the MOHID(Modelo HIDrodinâmico) and the results were converted 

into spatial data. Subsequently, a GIS-based overlay analysis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was applied to derive the installation candidate area. A total of 10 regions were 

identified as candidate sites. Among them, it was determined that the power generator 

could be installed in relatively wide sea areas in Jindo, Seongnamdo, and Hajodo. 

KEYWORDS : MOHID, Numerical simulation, Renewable energy, Tidal current energy, 

Southwestern sea of Korea

서  론

최근 석유에너지 고갈 우려 및 환경오염 문제

로 인하여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Owusu and 

Asrkodie, 2016; Fazıl and Taylan, 2018; 

Yadav et al., 2018). 우리나라는 2015년에 체

결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목표치를 Business 

-As-Usual (BAU) 배출전망 대비 37%까지 

감축(약 5억 3,590만 톤CO2eq.)하는데 합의하

였다(Son and Kim, 2020). 따라서 국내 신재

생 에너지 개발의 목표 수위도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는 추세이다(MOTIE, 2017). 또한, 정

부에서 탈원전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이 필수이다

(Lee and Cho, 2018; Yoon, 2020).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에서도 여러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해양에너지

를 활용한 발전 기술 개발 및 보급에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Lee and Park, 

2017; Park et al., 2017; Heo et al., 2020). 

한편,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의 각 해역은 

조석, 해류, 수온, 지형 등 특성이 상이하여 다

양한 형태의 해양에너지가 고루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Kim et al., 2012; Hwang 

and Cho, 2019). 이는 다양한 형태의 해양에너

지를 활용한 발전기술 개발 실험 및 실증에 유

리하게 작용한다. 이 중 서남해 해역은 전반적

으로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조류에

너지를 이용한 발전에 유리하다. 따라서 조류에

너지를 이용한 발전 기술 개발에 관한 시범연구 

및 실증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12; Lee et al., 2017). 

조류발전은 조류 흐름이 빠른 해역에 수차를 

설치하여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으로써 풍력발전과 원리가 

같다(Hardisty, 2009). 따라서 조류 발전기가 

설치되는 해역은 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조류가 일정 유속 이상

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전력 생산이 불

가능하다. 또한, 조류는 조석현상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으로써 같은 장소에서도 주기적으로 

속도가 변하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Lee and Park, 2013). 그러므로 이러한 

조류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같

이 원하는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양수 발전의 장점을 접목한 조류-양

수 융합발전기술 개발 연구가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고 있다(MOTI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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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양수 융합발전 방식은 조류의 유속이 

빠르고 풍부한 시간대에 조류에너지를 이용해서 

해수를 양수하여 저수지로 끌어올림으로써 1차

적으로 해수의 운동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전환

시킨다. 이후 필요시 저수지의 해수를 낙하시켜 

위치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킴으로써 발

전을 가능토록 한다. 이러한 발전방식은 항시 

많은 전력 생산을 요구하지 않고, 발전시설 건

설이나 육지로부터 전력계통망 연결이 쉽지 않

은 도서지역에 상당히 유리한 발전방식으로 기

대되고 있다(그림 1). 

FIGURE 1. Composition of the tidal current- 

pumped storage hybrid power plant

그러나 해당 발전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되

고 있는 만큼 향후 실증 실험 및 설치 운영 등

이 가능한 설치후보지역은 알려진 바 없으며, 

과학적인 후보지 탐색을 위한 GIS기반 적지분

석 연구도 수행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다만, 

풍력, 파력, 태양광 등 다른 유형의 신재생에너

지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GIS기반 적지

분석 연구는 국내외 여러 연구진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Nobre et al.(2009)은 

GIS기반 다기준분석법(Multi-criteria analysis, 

MCA)을 적용하여 파력에너지 변환시스템의 설치 

가능지역을 분석하여 제시한 바 있으며, Baseer

et al.(2017)과 Chaouachi et al.(2017)은 풍

력 발전시설 건설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GIS기반 적지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

는 Park(2011)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을 위해 GIS를 이용한 바 있고, Lee and 

Lee(2015)는 GIS기반 공간분석을 통해 수상 

태양광 발전소 입지를 분석하여 후보지를 제시

한 바 있으며, Kim et al.(2018)은 해상풍력단

지 건설을 위한 후보지역 도출 및 평가에 GIS

기반 분석기법을 적용한 바 있다. 그 외에도 Yi 

et al.(2007), Lee et al.(2010), Jeon(2011), 

Park and Kim(2012), Kim et al.(2014), Kwon

et al.(2014), Lee et al.(2015), Lee and Lee

(2016), Choi et al.(2018), Heo et al.(2020), 

Kim et al.(2012). 등은 국내 다양한 신재생 에

너지 발전시설 적지 도출을 위해 GIS기반 분석기

법을 적용하거나 GIS기반 분석을 위한 고려요인

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상기 연구들에 적용된 적지분석 고려

인자 및 중첩분석 방법은 조류-양수 융합발전

시스템 설치후보지역 도출을 위한 공간분석에 

그대로 적용이 어렵다. 조류-양수 융합발전시스

템이 세계 최초로 개발되는 만큼 해당 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 특성을 감안한 고려인자가 도출된 

사례가 없으므로 신규 도출이 필요하고, 또한 

이를 적용한 최적 적지분석 방법의 제안을 통해 

후보지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류-양수 융합발전시스템의 설치후보지역 도

출을 위하여 GIS기반 공간분석 방법을 제안하

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설치후보지역을 제시하

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방법

그림 2는 GIS기반 적지분석을 통한 조류-양

수 융합발전시스템의 설치후보지 도출을 위한 

연구 방법을 나타낸다.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에

서 조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해역을 조

사하여 연구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조류-양수 

융합발전시스템 설계 및 설치 특성과 타 적지분

석 연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GIS기

반 적지분석을 위한 고려인자를 도출하였다. 고

려인자에 대응하는 공간자료 및 문헌자료를 조

사하고 수집 가능한 자료를 분류한 후 전처리 

및 활용 방법을 제안하고 적용하였다. 한편, 조

류에너지 분포 확인을 위한 공간자료는 MOHID 

(Modelo HIDrodinâmico)를 이용해 수치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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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여 직접 제작하였고, 수치모의 결과는 

조류 실측값과 비교하여 검증 및 보정하였다. 

GIS기반 중첩분석에서는 적지분석에 필요한 고

려인자별 최소 요구 조건을 정의하고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중첩분석 방법에 적용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고찰하였다.

FIGURE 2. Study flow diagram

1. 연구대상지역

연구지역은 전라남도 진도군의 주변 해역으로 

리아스식 해안의 특징인 다수의 섬과 복잡한 해

안선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좁은 수로

들이 산재해 있는 특징을 보인다(Yoo, 2010)

(그림 3). 이 해역의 평균조차는 3~4m로 서해

의 조석체계와 대양의 조석체계가 서로 접하고 

있으며, 남해 연안을 따라 서진하던 조석파는 

한반도 서남해의 돌출부인 진도를 돌아 북진하

는 특성을 보인다(Kim et al., 1986). 조석파가 

협수로를 통과하면 전파속도의 지연이 발생하는

데, 이 때 진도 남측을 돌아 진행하는 조석파가 

협수로의 출구에 먼저 도달하면서 수로 양측에 

큰 조위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조석파의 

진행과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진도 주변 해

역에 강한 조류가 발생하게 된다(Park, 2019). 

울돌목 등 진도의 주변 해역은 우리나라의 유력

한 조류발전 후보지로 알려져 있으며, Park et 

al.(2019)은 장죽수도, 거차수도 및 맹골수도에

서 약 8,338MW 규모의 조류발전 단지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조류-양수 융합발전은 조류를 에너지

FIGURE 3. Study area - Southern part of Yellow Sea in Republic of Korea



Derivation of Candidate Sites for a Tidal Current-Pumped Storage Hybrid Power Plant Using GIS-based Site Selection Analysis188

원으로 하는 발전 방식으로 해안과 근접하고, 

강한 조류가 발생하는 해역에서 개발이 유리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도 북쪽의 신안군

에 속한 일부 도서지역과 거차도, 맹골도 등의 

진도 주변에 분포해 있는 도서를 포함하는 영역

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조류특성 수치실

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수치모의 결과를 GIS

기반 적지분석에 활용하여 조류-양수 융합발전 

후보지를 도출하였다.

2. 적지분석 고려인자 도출 및 적지분석 방안

조류-양수 융합발전시스템 설치후보지 적지

분석의 고려인자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신재

생에너지 분야의 GIS기반 적지분석 사례를 조

사하고 분석에 활용된 고려인자들을 정리하였

다. 표 1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적지분석 사

례별 주요 고려인자를 정리한 표이다. 이후 조

류-양수 융합발전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 시 고

려가 요구되는 인자들을 검토하여 표로 정리하

였다. 표 2는 선행 연구사례 및 조류-양수 융

합발전시스템 설계 상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적

지분석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자를 

주제별로 도출 및 분류한 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지분석의 고려요인을‘핵심

요인’,‘제약요인’,‘보조요인’으로 분류하였

다. 여기서, 세 가지 분류는 공학적 측면에서 필

수 요구사항과 선택 요구사항 간 상대적 강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임의 구분한 것이며, 이는 적

지분석 시 보다 집중해야하는 고려인자들을 구

분 및 선별하기 위함이었다.‘핵심 요인’은 발

전시스템 설치 또는 건설에 필수적으로 만족되

어야 하는 환경 조건이며,‘제약요인’은 발전

시스템 설치 또는 건설을 방해하므로 공법의 고

도화 및 개선을 통해 공학적으로 문제 해결이 

요구되거나 가능하면 회피해야 하는 환경 조건

이다. 마지막으로,‘보조요인’은 공학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인문·사회·행정·정

치·경제·환경적 측면에서 협의 또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 

제시된 고려인자는 경제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가능분석 등을 포함해 고려해야 하는 가

능한 모든 인자를 열거한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으로 조류-양수 

융합발전시스템 설치의 실증 또는 시범운영이 

가능한 조건을 만족하는 공간을 찾는 것으로 적

지분석의 목표를 제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핵심요인’고려인자만을 GIS기반 적지분석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상세 고려인자로는 에너지 

부존량 및 저장 효율, 설치 조건과 직결되는 물

리적 고려인자인‘조류 유속’,‘수심’,‘육상

고도’,‘경사도’,‘해안선과의 이격거리’를 

선정하였다. 이후 각 고려인자별 최소 만족 요

구조건은 현재 개발 중인 조류-양수 융합발전

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를 고려하고 인공 양수조 

설치가 가능한 도서의 최소 면적 조건도 추가하

여 해수의 이송·저장이 가능한 환경 조건으로 

표 3과 같이 총 7가지로 정의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분석

적 계층화 방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고려인자들에 대한 중요도로써 

가중치를 구하고, 각 인자별 점수를 가중치와 

곱한 후 합산하여 지역별 점수 분포를 지도 형

태로 표현하여 적지를 제시하거나 평가한다

(Jeon, 2011; Lee and Lee, 2015, 2016). 

AHP는 대개 의사결정과정에서 잠재적 고려인

자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고 모든 인자를 고

려하여 상대적 우위를 갖는 최적 대안을 찾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따라서 이는 정치·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문·사회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최선의 대안 선택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

원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학적으로 특정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적지를 탐색하여 현장 

조건을 고려한 맞춤식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

는 적절치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AHP 기반 중첩분석을 수행하는 대신 

앞서 선정된 필수 고려인자의 최소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역만을 GIS기반 중첩분석을 

통해 추출하여 후보지역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적지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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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iv. Article title Reference Consideration factors

1 Solar power

Searching of Photovoltaic Panel 
Installation Sites on Highway 

Network using LSTM RNN-based 
Power Output Estimation

Heo et al. 
(2020)

Solar radiation energy, temperature, wind speed, cloud cover, 
precipitation, sunshine time, humidity

2 Solar power
Floating Photovoltaic Plant 

Location Analysis using GIS
Lee and Lee 

(2016)

Aspect, hill-shade, river, average temperature, average 
humidity, days of precipitation, days of fog, precipitation, solar 

insolation amount, sunshine time

3 Solar power
Solar Power Plant Location 

Analysis Using GIS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Lee and Lee 
(2015)

Topography (slope, aspect, hill-shade, distance from road), 
climate (radiation amount, precipitation, sunshine time, days of 
rain, total cloudiness, average temperature, average humidity, 

days of yellow dust), economy (land purchase cost), 
environment (residential site), culture (historical site)

4 Solar power

An Evaluation and Suggestion of 
Photovoltaic Power Plant 

Locations based on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and Sustainability

Park and Kim 
(2012)

Solar insolation amount, average temperature, precipitation, 
humidity, total cloudiness, slope, aspect, land purchase cost, 

national land environment evaluation grade, distance from 
livestock facilities, distance from residential area

5
Solar & wind 

power

A Study on the Suitability 
Analysi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Plant Using 
Correlation Analysis and GIS

Park
(2011)

Amount of sunshine, sunshine time, precipitation, days of 
precipitation, average temperature, amount of cloudiness, 

relative humidity, days of fog, days of yellow dust, days of 
haze, days of fog, cumulus clouds, snowfall, wind speed, wind 

direction, wind ratio,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elevation, slope, slope direction, land aptitude evaluation, 

distance from road, distance from river, pollution, national land 
environment evaluation grade, etc

6 Wind power

Research for Validity of Building 
Offshore Floating Wind Power 

Field at East Sea and 
Compatibility of Floating Wind 

Turbine Generator

Choi et al. 
(2018)

Water depth, wind speed, length of electricity transmission line, 
generator production and logistics cost, separation distance 

from coast

7 Wind power
Analyzing Site Characteristics and 
Suitability for Wind Farm Facilities 

in Forest Lands

Kwon et al. 
(2014)

Average wind speed, slope, elevation, landslide risk, residential 
area, accessible road, type of trees, forest conservation area, 

national park

8 Wind power
The Site Analysis for Wind Power 
Using GIS-Based AHP Method

Jeon (2011)

Wind resources, topography (distance to ridge, valley angle), 
forest density, land use, national park, Baekdudaegan, 

conservation area, noise, shadow, electricity transmission line, 
accessible road

9 Wind power
Location Analysis for Wind Power 

System Using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Lee et al. 
(2010)

Wind speed, wind direction, elevation, slope, slope direction, 
proximity to rivers, proximity to roads, land use status

10
Small hydro 

power

Location Analysis for Developing 
Small Hydropower Using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Yi et al.
(2007)

Natural drop, storage capacity, compensation area and runoff 
contributing area, national land environment evaluation grade, 

national park, water resource protection area, agricultural 
facility, residential area

11 Tidal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Guideline for Tidal 
Current Energy Development

Kim et al. 
(2014)

Tidal current energy, water depth, distance from coast, 
environmental protection seas, marine activities, etc

12
Etc.

(Ocean)

Diagnosis of Scoping and Type 
of Review on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Ocean Energy Development 

Project

Lee et al. 
(2015)

Tide level, tidal current, intertidal zone area, erosion and 
sedimentation, degree of water quality change, biologic impact, 

distribution of marine organisms to be protected, separation 
distance between water depth and coast, existence and type 

of development, location scale, coastal management area plan, 
regulated area and marine facilities, use of public waters, etc.

TABLE 1. Precedent cases of site selection analysis for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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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조사 및 수집

GIS기반 적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인자

별 대응하는 가용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작하였다.‘조류 유속’자료는 

MOHID를 이용하여 수치모의한 결과를 공간자

료로 변환하여 제작하였다.‘수심’자료는 수로

측량성과 및 150m 공간해상도 연안해역 수심

자료, 전자해도(ENC KR3 및 KR4), 수치해도 

등을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수집하고 이를 합

성하여 제작하였다.‘육상고도’및‘경사도’와 

Conditions Essential requirements Related spatial data

Cond. 1.
Satisfies the minimum condition of the maximum tidal current speed of 2m/s 

or more
Maximum tidal current speed 

distribution map

Cond. 2.
Satisfies at least 5m depth deep considering the blade length of the tidal 

current pump
Bathymetry map

Cond. 3.
Installation on islands with an area of at least 200,000㎡ among inhabited 

islands
Coastline map 
(Polygon type)

Cond. 4.
The tidal current pump on the sea could be installed within 300m from the 

shoreline 
Coastline map 
(Polygon type)

Cond. 5.
The maximum distance between the tidal current pump and the sea water 

storage could not be over 500m
-

Cond. 6.
The sea water storage must be installed at an altitude of 10m or higher on 

land
Land DEM

Cond. 7.
For the sea water storage installation, the run-rise ratio (slope) should not 

exceed a maximum of 10 (approx. 5.7°) 
Land DEM

TABLE 3. Physical requirements for installation of the hybrid power plant

Category Div. Sub-div. Category Div. Sub-div.

Core 
factors

Kinetic energy Tidal current speed

Auxiliary 
factors

Accessibility

Network of roads

Layout

Sea depth Island (inhabited/un-)

Land elevation Proximity to ports

Slope
Electricity Electricity grid

Distance from shoreline

Limit 
factors

Submarine 
ground

Surface sedimentary phase

Land-use

Cadastral registration

Usage status

Fishery farm/
Coastal fisheries

Land-use 
zoning/regions/districts

Sea route Land-use regulation

Specific prohibited area Ownership
Land ownership 
(national/private)

Absolute conservation/
Semi-conservation coastal 

area
Environment

National land environmental 
assessment

National Park Land-cover

Protected area
(water resources/ 

wetlands/environmental 
conservation, etc.) 

Construction 
projects

Coastal area development 
plans

Hazard
Significance wave height Energy 

independency
Energy independent island 

operation plansSpring tide range

TABLE 2. List of consideration factors for site selection analysi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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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공간자료는 전국 5m 해상도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하여 공간자료 분석 및 변환을 수행하여 제

작하였다. 마지막으로,‘해안선과의 이격거리’에 

관한 공간자료는 약최고고조면(approximately

highest high water) 기준 해안경계선 공간자

료를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

였다. 

1) 조류 수치모의

연구지역의 조류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수치모

형으로 포르투갈 리스본 대학 소속 IST(Instituto

Superior Técnico)의 MARETEC(Marine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Research Center)

에서 1985년부터 개발한 MOHID를 사용하였

다. 이 모델은 연안과 하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다기능 3차원 수치해석 모델로 기본적으로 조석

과 같은 연안에서의 물리적 작용의 계산이 가능

하다. 또한, 네스팅(nesting) 기법을 적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관심지역의 해양특성을 재현할 

수 있다(Braunschweig et al., 2004). 공간적

으로 격자검사체적(cell control volume)을 이

용하여 방정식을 차분하는 유한체적법(FVM, 

finite volume methode)을 사용하며(Martine 

et al., 1999, 2000), 시간적으로는 반음해(semi

-implicit) ADI(Alternate Direction Implici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계산상 안전성 제약을 최

소화한다. 또한, 이동경계 처리가 가능하고, 본 

연구지역과 같이 조간대가 넓게 분포한 피수적

인 조간대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 MOHID는 

3차원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방정식을 계산하

며, 정수압 가정은 Boussinesq와 Reynolds 근

사를 가정한다(MOHID, 2003).

수치실험을 위한 모델 영역은 조석의 전파 양

상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으며, 관심지역에 대

한 모델 경계의 영향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도

록 우리나라의 서남해를 포괄하는 지역을 광역 

격자 대상영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정밀한 조

류특성을 모의하기 위하여 해상도 레벨(Level)

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네스팅 기법을 적용하였

는데, 최초 격자해상도 1.8㎞의 L0(Level 0)부

터 360m의 L1(Level 1)을 거쳐 최종적으로 

진도 주변 해역에 대해 90m 격자망 L2(Level 

2)을 구성하였다(그림 4). 수심자료는 앞서 설

명하였듯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수집한 수심자

료를 비롯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보유한 

수심자료를 조합하여 자체 제작한 150m 해상

도의 수심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경계조건으로

는 프랑스의 전지구모델인 FES2012(Carrère et 

al., 2012)에서 추출한 분조자료를 광역모델의 

개방 경계에 적용하였다. 수직 방향으로 수심평

균하고, 수온 및 염분 등은 고려하지 않고 해수

에 의한 순압력을 고려하여 해수유동을 계산하

였다. 수치실험의 초기 및 개방경계 조건 등의 

개요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수치실험 결과의 검증은 국립해양조사원의 검

조소 자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였고, 검증자료의 관측위치는 그림 4에 

표시한 바와 같다. 울돌목(T1)의 검증자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조석과 조류를 2015년 

4월 13일부터 약 1개월간 관측한 자료이며, 수

품(T2) 및 복사초(T3)는 국립해양조사원의 검

Items Experiment contents

Model MOHID (Modelo HIDrodinâmico, Univ. Lisbon, Portugal)

Grid

3 step grid system using the nesting method
- Global: Level 0 1.8km (L0)
- Local: Level 1 360m (L1)
- Level 2 90m (L2)

Initial and open boundary condition
Constituent of the FES2012
- M2, S2, K1, O1, P1, N2, K2, Q1, etc.

Bathymetry KIOST150 (produced by KIOST)

TABLE 4. The numerical experiment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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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에서 조석을 2016년 9월 15일부터 약 1개

월간 관측한 자료이다.

이후 수치모의 결과에 대한 공간자료를 제작

하기 위해 각 격자별로 조류의 최대 유속을 CSV

(Comma-Separated Values) 파일로 출력하였

다. ESRI사의 ArcGIS 10.3 for Desktop의 

‘Make XY Event Layer’,‘Create TIN’, 

‘Surface Contour’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점형(point type)’및‘선형(polyline type)’

공간자료로 변환하였다.

2) 공간자료 전처리 및 편집

GIS기반 중첩분석이 가능하도록 ArcGIS for 

Desktop 10.3을 이용하여 수집한 공간자료에 대한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우선‘Define Projection’

및‘Project’기능을 이용하여 좌표계를 일치시

켰다. GCS(Geographic Coordinate Systems)

는 WGS84(World Geodetic System 1984)로, 

PCS(Projected Coordinate Systems)는 UTM 

zone 52N(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EPSG:32652)로 정의하여 좌표계를 등록하거

나 변환하였다.

‘수심’자료는 공간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정보가 부재한 지역을 우

선 식별하고 이후 차순위로 공간해상도가 높은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여 채우기를 반

복하는 방식으로 합성하였다. 우선 가장 공간해

상도가 높은 수로측량성과 및 150m 공간해상

도 연안해역 수심자료에서 경위도 좌표 및 수심 

정보만 추출 및 정제하여 CSV 형식으로 저장한 

후,‘Make XY Event Layer’기능을 이용하여 

점형 공간자료를 생성하였다. 이후‘Aggregate 

Points’기능(이격거리 설정 : 200m)을 이용하

여 경위도 좌표 및 수심 정보가 존재하는 지역

을 면형(polygon)의 공간자료로 표시함으로써 

식별 및 분류하였다. 한편, 정보가 부재한 지역

에 대해서는 앞서 생성한 면형의 공간자료와 전

자해도 KR3 및 KR4, 수치해도를 중첩한 후, 

‘Select by Location’기능을 이용하여 전자

해도 KR3 및 KR4, 수치해도에서 정보가 부재

한 지역의 경위도 좌표 및 수심 정보만 추출한 

다음‘Merge’기능을 이용하여 합성하여‘점

형’의 수심 공간자료를 완성하였다. 아울러 최대

유속 분포의 가시화 검증에 활용하기 위해‘IDW

(Inverse Distance Weighting)’및‘Contour’

기능을 이용하여 수심의 등고선도도 제작하였다. 

‘육상시설물 설치 높이’및‘경사도’에 관한 공간

자료는 전국 5m 해상도 DEM을 이용하여 고도분석

(Elevation Analysis) 및 재분류(Reclassification)

를 통해 제작하였다.‘경사도’공간자료는‘Slope’ 

기능을 이용하여 8-방향법에 따라 최대 경사방

향에 대한 run-rise 방식의 경사도(percent of 

slope)를 각 격자별로 계산 및 저장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Burrough et al., 2015). 마지막으

로,‘해안경계’에 관한 공간자료는 수집한 해

안경계선 자료를 면형의 shapefile로 변환하고, 

유인도서 여부에 대한 정보를 속성으로 입력하

였다. 또한, 각 면형 객체의 면적 속성을 

‘Geometry Calculator’기능을 이용하여 계

산하여 추가하였다.

4. GIS기반 적지분석 방법 적용

표 3에서 제시된 물리적 조건을 만족하는 지

역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IS기반 적지분

석 방법을 그림 5와 같이 제안하였다. 총 7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벡터(vector) 

FIGURE 4. Area of numeric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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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IS-based site selection analysis algorithm for the hybrid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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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 공간자료를 중첩하여 요구조건을 만족시

키는 지역을 찾는 방식으로 GIS기반 적지분석

을 수행하였다. ArcGIS 10.3 for Desktop에서 

제공하는‘Select by Location’,‘Reclassify’, 

‘Raster to Polygon’,‘Buffer’,‘Slope’, 

‘Export Data’기능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지

오프로세싱 모델을 구현하였고, 최종 적지분석 

결과는 위성영상지도 및 도로망도와 중첩 표출

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치모의 결과 검증

수치실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상세격자 L2

에서 추출한 조석과 조류 예측자료와 현장관측

자료(T1~T3)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조

석 검증을 위해 조석 분석 프로그램인 T- 

Tide(Pawlowicz et al., 2002)를 사용하여 검

증 지점의 조석 시계열자료에 대한 조화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M2, S2, O1, K1 분조 

성분의 진폭 및 지각을 추출하였으며, 각 검증 

지점의 관측 값과 수치실험 값을 비교하였다. 

진폭과 지각의 오차 계산은 식 1과 2와 같이 

ARE(Absolute Relative Error) 방법과 RMS 

(Root Mean Square)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조

석 검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    

(1)

          (2)

조석 검증결과 울돌목(T1)의 경우 진폭과 지

각 모두 10% 내외의 오차를 보이고 있어 비교

적 정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수품항

(T2)의 경우 진폭과 지각은 K1을 제외하고 모

두 10% 내외의 오차를 보이고 있는데, K1의 

경우 절대 오차가 7㎝로 전체 진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M2의 진폭에 비해 7% 미만의 

크기로 전체 진폭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사초(T3) 역시 M2와 

S2 분조에서 비교적 정확한 결과가 도출되었으

나 O1과 K1에서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복사초의 관측데이터의 결측 구간이 많아서 발

생한 오차로 판단된다. 조류의 검증을 위해 울

돌목(T1)에서 2015년 4월 16일부터 2015년 

4월 18일까지 3일간 관측된 조류와 수치실험에

서 계산된 조류의 시계열 자료를 비교하였다(그

림 6). 그 결과 그림 6-(a)에 보이는 바와 같

이 x-방향의 유속(u)에서 수치실험 값이 관측 

값에 비해 최대 약 50㎝/s 정도 작게 계산되었

Location Constituent
Observation Model ARE (%) RMS

Amp. Phase Amp. Phase Amp. Phase Amp. Phase

Uldolmok
(T1)

M2 122 355 116 358 5.3 0.6 -2 2

S2 39 388 40 358 1.7 7.6 30 30

O1 21 205 24 183 11.0 10.7 22 22

K1 38 230 34 204 9.6 11.1 26 26

Supum
(T2)

M2 105 333 100 331 4.7 0.4 5 1

S2 39 3 44 342 13.3 5.7 5 21

O1 21 183 24 165 13.0 9.7 3 18

K1 30 208 23 169 24.8 18.7 7 39

Boksa
(T3)

M2 88 337 88 333 1.0 0.9 1 3

S2 33 369 37 346 11.6 6.3 4 23

O1 55 202 23 170 58.1 15.8 32 32

K1 75 191 22 177 71.2 7.3 54 14

TABLE 5. Result of the tidal range verification (units: Amplitude (Amp.) = cm, Phase =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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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ult of tidal current verification



Derivation of Candidate Sites for a Tidal Current-Pumped Storage Hybrid Power Plant Using GIS-based Site Selection Analysis196

으나,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수치실험 결과가 전반적으로 실제 조석 및 

조류 특성을 적절하게 재현하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2. 공간자료 제작 결과

그림 7부터 9까지는 본 연구에서 GIS기반 

적지분석을 위해 제작한 공간자료의 결과를 나

타낸다. 그림 7은 조류 수치모의 결과를 공간자

료로 변환한 결과이며, 주로 울돌목, 장죽수도, 

거차수도, 맹골수도 내에서 조류 최고유속이 

2m/s 이상인 해역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a)는 각종 수심자료를 조합하여 제작

한 수심 공간자료 결과이고, 그림 8-(b)는 그

림 8-(a)의 수심값을 일정 구간별로 등급화하

여 재분류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조류발전 블레

이드의 설치가 불가능한 수심 5m 이하 해역이 

분류되어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c)는 양수된 해수의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유

인도서 중 면적이 0.2㎢ 이상인 도서만 추출한 

후, 해당 도서의 해안선으로부터 300m 버퍼 지

역을 공간자료로 추출 저장한 결과이다. 그림

8-(d)는 조류, 수심, 유인도서 면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공간을 탐색하고, 해당 공간으로부터 

FIGURE 7. Distribution of maximum tidal current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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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이내 버퍼 지역을 공간자료로 추출 저장

한 결과이다. 그림 9-(a), (b)는 격자 간격 5m

의 고해상도 DEM과 이를 활용하여 분석한 경

사도(run-rise)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9-(c), 

(d)는 중첩분석이 가능하도록 고도 조건 10m 

이상, 경사도 조건 10 이하(약 5.7°) 지역을 

각각 재분류한 다음, 공간자료로 추출 저장한 

결과이다. 

(a) (b)

(c) (d)

FIGURE 8. Spatial data production results related to bathymetry and distance ((a) depth from 

bathymetry data, (b) reclassification result of depth, (c) buffer areas around shoreline 

satisfying condition 3 & 4, and (d) areas satisfying conditions from 1 t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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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첩분석 결과

그림 10과 11은 그림 7부터 9까지에서 확인

한 공간자료 제작 결과를 본 연구에서 제안한 

GIS기반 적지분석 방법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

를 나타낸다. 그림 10은 연구지역에서의 조류-

양수 융합발전시스템 설치가능 후보지역 위치를 

표시한 것이며, 그림 11-(a)부터 그림 11-(j)

까지는 각 후보지역을 확대하여 위성영상 및 도

(a) (b)

(c) (d)

FIGURE 9. Spatial data production results related to land elevation and slope ((a) land elevations 

extracted from DEM data, (b) land slopes derived from DEM data, (c) reclassification result of 

land elevations, and (d) reclassification result of land slopes) 



GIS기반 적지분석을 통한 조류-양수 융합발전시스템 설치후보지 도출 연구 / 이철용 ·최현우·박진순 ·김지훈·박준석 199

로망도와 중첩하여 지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1-(a)는 진도대교 인근 울돌목(S-1), 그림 

11-(b)는 진도 북측(S-2), 그림 11-(c)는 

진도 남서측(S-3), 그림 11-(d)는 하조도 동

측(S-4), 그림 11-(e)는 하조도 서측 및 모도 

인근(S-5), 그림 11-(f)는 장산도 남동측 및 

마진도 서측(S-6), 그림 11-(g)는 마진도 동

측(S-7), 그림 11-(h)는 가사도 동측(S-8), 

그림 11-(i)는 가사도 남동측(S-9), 그림

11-(j)는 성남도 동측(S-10)을 나타낸다. 연

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GIS기반 

적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조류-양수 융합발전 

후보지역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고, 연구지역인 서남해에서 총 10개 지역이 

후보지역으로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FIGURE 10. Result of GIS-based site sele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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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1 (b) S-2

(c) S-3 (d) S-4

(e) S-5 (f) S-6

FIGURE 11. Candidate sites for hybrid power plant ((a) Uldolmok, (b) 

Jindo (North), (c) Jindo (South-west), (d) Hajodo (East), (e) 

Hajodo (West) & Modo, (f) Jangsando (South) & Majindo (West), (g) 

Majindo (East), (h) Gasado (East), (i) Gasado (South-west), and (j) 

Seongnamdo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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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조류의 최대유속을 기준으로 조류 발

전 블레이드 및 펌프의 설치 가능 면적을 계산

하고, 면적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때, 면적 

계산은 그림 11에서 표시된 최대유속 지점 하

나당 단위면적이 8,100㎡(90m×90m)임을 감

안하여 설치 가능 해역 내 지점 개수를 산정하

고 단위면적을 곱하여 면적을 산정하였다. 전체 

개발 가능 면적은 약 2.075㎢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울돌목 및 진도, 성남도, 하조도 인접 해

역에서 조류-양수 융합발전이 상대적으로 용이

하고, 다음으로 장산도, 마진도, 가사도 등에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Order Site No. Name of island Area [㎢]

1st S-1 Uldolmok 0.689

2nd S-10 Seongnamdo (E) 0.340

3rd S-4 Hajodo (E) 0.243

4th S-5 Hajodo (W) & Modo 0.243

5th S-6
Jangsando (S) & 

Majindo (W)
0.211

6th S-8 Gasado (E) 0.113

7th S-2 Jindo (N) 0.065

8th S-3 Jindo (S-W) 0.065

9th S-7 Majindo (E) 0.065

10th S-9 Gasado (S-E) 0.041

Total area 2.075

TABLE 6. List of selected sites and their 

area

(g) S-7 (h) S-8

(i) S-9 (j) S-10

FIGURE 1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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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보지 도출 결과 고찰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조류-양수 

융합발전시스템의 실증 및 장래 설치·운영을 

위한 설치 가능 후보지역을 도출할 수 있는 

GIS기반 중첩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서남

해에 실제 적용함으로써 국내 개발 가능한 후보

지역 총 10곳을 최초로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

다고 판단된다. 조류-양수 융합발전시스템은 육

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 전력수급 및 자

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후

보지역도 대부분 육지로부터 전력 수급이 용이

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도서인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가사도를 비롯하여 여러 도서를 대

상으로‘에너지 자립섬 사업’이 추진되고  있

는데(Kwon et al., 2018), 본 연구 결과를 근

거로 에너지 자립섬의 에너지 발전원을 더욱 다

각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최근 해양공간계획법(MOF, 2018)이 시

행되면서 해양을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하

고 용도에 맞는 해양의 이용 및 개발, 보전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때‘에너지개발구역’을 최

초 구획하거나 신규 개발을 위한 적합성 협의의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 본 연구의 방법론 및 결

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용 공간자료를 수집 및 이용하여 여러 가정에 

근거해서 공간분석을 수행하여 얻은 것이므로 

확정되거나 검증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현장조

사 및 실제 측량 등을 통해 검증 및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

에서는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으로‘핵심요인’

을 만족하는 해역만을 탐색하고 제시토록 적지

분석 방법이 제안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제약요인’,‘보조요인’등

의 최대한 많은 고려인자를 반영하여 상세 설계 

수준에서 지원이 가능한 적지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친환경 발전시스템의 건설일지라도 

건설 자체는 생태 및 환경적 측면에서 상당한 

압력과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적지분석을 수

행한 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실제 후보

지역으로써 유의미하고 건설 또는 설치가 가능

한 지역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한편,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정밀도 및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심, 수치모의 자료 등과 

관련하여 보다 고해상도의 공간자료를 확보하여 

적지분석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류-양수 융합발전기술의 고도화 및 효율성의 

개선을 통해 적지분석에 적용된 고려인자별 임

계치를 달리 변경하면서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

는 적지를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향후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을 추

가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류-양수 융합발전시스템 설

치후보지역을 도출하기 위해 GIS기반 공간분석

에 필요한 고려인자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한 

중첩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후 서남해역을 

대상으로 공간자료를 수집 및 편집하고 GIS 환

경에서 적용해봄으로써 향후 실증 실험 및 설치 

운영을 위한 후보지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류-양수 융합발전시스템 적지분석을 

위한 고려인자는‘핵심요인’,‘제약요인’,‘보

조요인’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었고, 주로 

융합발전시스템의 설치 및 설계를 위한 물리적 

조건으로 이루어진‘핵심요인’에 대해 각 조건

별 임계치를 적용한 GIS기반 적지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적용하여 설치 후보지 도출이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둘째, GIS기반 적지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 

서남해역 내 총 10개 지역이 조류-양수 융합발

전시스템 설치 후보지역으로 도출되었고, 이 중 

진도, 성남도, 하조도 등이 상대적으로 넓은 해

역에 대해 조류-양수 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조류-양수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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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발전시스템 설치후보지역은 에너지 자립섬 사

업의 발전원 다각화 및 해양공간계획 상‘에너

지개발구역’용도구역 신규 구획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가정에 의해 수

집 가능한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수

행하여 얻은 것으로 확정되거나 검증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검증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약요인’,‘보조요인’등 다양한 고려인자

를 반영하여 상세 설계 수준을 만족시키는 적지

분석도 이루어져야 하며,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실제 후보지로써 건설 

또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

도 필요하다. 한편, 적지분석의 정확도 및 정밀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공간자료의 수

집 및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임계치 조

건을 적용한 시나리오별 적지분석이 보다 넓은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궁극적

으로는 국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 연구에 필요

한 기초 자료 및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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