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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esign of ocean fishways as eco-movement passages for turbine structures, 
sluice structures and barrages of a environmentally-friendly tidal power system through which 
fish can pass are suggested. The ocean fishways comprise a plurality of fishways to allow fish to 
move between the sea-side and the lake-side of the barrages and turbine structures and sluice 
structure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inventive ocean fishways are cost effective to construct and 

environmentally-friendly eco-movement passages for fish and benthos to move between sea-side 

and lake-side without passing through the turbine blades of a tidal power plant i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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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의 물 흐름을 차단하는 공
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시행으
로 어도설치를 의무화하여 회유성 어류 등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협의절차
와 어도의 설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4호(1)로 개정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건교부 댐 설계기준(2)은 좋은 어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소상어가 
어도 입구 이외의 장소에 모여들지 않아야 한다. 
2. 어도 내에 진입한 모든 소상어가 신속하고․쉽고․
안전하게 그 어도를 소상할 수 있어야 한다. 3. 어
도 통과 후에 소상어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천상
류로 소상할 수 있어야 한다. 4. 어류의 손상이나 
피로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5. 구조가 간단하고 
견고하며, 유지관리가 쉽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
어야 한다.

앞의 법과 규칙에서 말하는 표준어도와 좋은 
어도들은 일반적으로 하천이나 강에 보나 댐을 건
설할 때 어류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길
(one way)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부
분의 어도는 윗부분이 열려있는 개수로 형태로 되
고, 어류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면을 가지도록 설계
된다. Fig.1은 여러 가지 어도의 표준모형도 예이
다(3),

(a) 계단식 (b) 아이스하버식

(c) 버티칼슬롯식 (d) 도벽식

Fig.1 Examples of standard fishways(3)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어도는 바다와 호수를 
가로막는 조력발전소 수차구조물 또는 조력댐 수
문구조물 또는 방조제 등으로 구성되어 바다를 가
로막는 해양발전시스템이나 해양토목구조물 같은 
곳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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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어도의 장점을 활

용하여 해양어류나 저서생물들이 바다를 가로막는 

해양발전시스템이나 해양토목구조물 같은 곳에서 

상류와 하류(또는 호수 측과 바다 측) 양 방향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고안된 친환경적이고 친

생태계적인 생태이동통로로서의 해양어도를 소개

하는데 있다.

2. 해양어도

2.1 설치사례

해양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정책과 더불어 새롭
게 조명을 받고 있는 조력발전소와 같은 거대 해양
발전시스템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방조제를 건설한 
뒤 이를 중심으로 외해와 호수의 수위 차를 이용하
여 발전한다. 이러한 해양발전시스템을 구성하는 
조력발전소 수차구조물과 조력댐 수문구조물 그리
고 방조제 등은 해양어류와 저서생물들의 자유로
운 이동을 방해함으로써 이들에게는 죽음의 장소
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도 해양어
류와 저서생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해양어도
를 고려하거나 적용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1980년 건설을 개시한 캐나다 애나폴리스 조력
발전소의 경우는 배수로의 한 구획을 항상 열어두
어 어류 이동로로 제공하였다. 하지만 터빈에 충
분히 가까이 있지 않아 어도로서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동로를 수차발전기 입구 
가까이에 만들도록 한 바 있다. 또한 1990년대 말 
영국의 카르디프 만에 조력댐을 건설할 당시 설계
유속 10m3/s의 어류이동로를 콘크리트 거석으로 건
설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에 대한 
상세한 구조와 설치효과 등은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2.2 생태이동통로로서의 해양어도

최근 우리나라 서해안의 시화호에서는 방조제
의 서쪽 끝에 위치한 배수갑문을 통하여 해수를 유
통하고 있다. 하지만 배수갑문을 지나는 해류의 
유속이 너무 빠르므로 별도의 수로식 어도를 설치
하였는데, 이 지역의 해당 어종인 숭어와 장어를 
대상으로 행동습성에 따라, 숭어용은 계단식 어로
를, 장어용은 돌망태식 어도를 설치하고 있다.(4)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라 창조 발
전시 조력발전소의 수차발전기를 통해서만 바다 
측에서 호수 측으로의 해수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기존에 시화호에 설치된 어도들의 용도
가 무의미해졌다. 따라서 시화호 조력발전소 기본
설계시 조력발전소의 중간 연결구조물에 단순한 
어도 1개소를 설치하여 어류의 이동통로를 확보하
도록 계획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석간만에 의한 해양의 흐름은 주
기적으로 반대방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방향으

로 흐르는 하천이나 강에 보나 댐을 건설할 때 설
치하는 어도와는 달리 물고기의 유영력이나 돌진
속도, 사면 소상력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어
도를 경사지게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항상 해수 
중에 잠겨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해양어
도를 통과하는 해류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어류
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해양어
도를 통과하는 해류의 총유량이 해양발전에 미치
는 영향이 크지 않도록 적절한 개수의 해양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측

호수측

연결구조물

조력발전소 수차구조물

해양발전시스템

연결구조물

조력댐 수문구조물

중간 연결구조물

방조제방조제

Fig.2 Example of an ocean power system

Fig. 2는 조력발전소 수차구조물, 조력댐 수문
구조물 그리고 방조제 및 연결구조물 등으로 구성
된 해양발전시스템의 평면 배치도로써, 여러 대의 
수차구조물과 수문구조물들이 2유닛 1블록으로 중
간 부분이 두꺼운 콘크리트층을 형성하며, 여러 
블록이 연결되어 있는 실시예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 조차가 약 5m 이상인 곳을 조
력발전소 건설 적지인 것으로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낙차 5m 시 폐수로 형태의 단순 어도를 통하여 흐
르는 해수의 속도는 최대 약 10m/s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처럼 빠른 속도로 흐르는 해류에서는 어
류나 저서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
으므로, 고속의 해류가 흐를 때 대피할 수 있도록 
어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아래 Fig. 3과 같은 해양어도를 고안하
였다.

(a) (b)

             Fig.3 Examples of ocean fishways as 
     eco-movement passages

Fig. 3(a)는 해양발전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생태이동통로로서의 해양어도의 예로써, 폐수로 

형태의 해양어도의 내부에 격벽을 두어 어류들이 

이동할 때 격벽 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Fig. 3(b)는 깊은 곳에 설치되거나 통로

가 길어서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 어류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음파발생기 또는 유인등과 이를 구

동하기 위하여 자가발전용 소형 수차발전기를 부

착한 어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 626 -

Fig. 4(a)와 4(b)는 각각 2유닛 1블록으로 구

성되는 조력발전소 수차구조물과 조력댐 수문구조

물 블록의 중간에 상기 Fig. 3의 해양어도를 설치

하여 바다 측과 호수 측을 연결함으로써 해양생물

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생태이동통로

로서의 해양어도를 설치하였을 경우의 일례를 보

여주고 있다.

(a) (b)

Fig.4 Ocean fishways connected with inside stuffing 
area installed in the 2units 1block of turbine 
structure (a) and sluice structure (b)

Fig. 5와 Fig. 6은 각각 조력발전소 수차구조

물 입구부분과 조력댐 수문구조물의 수문방향을 

향해 바라 본 사시도로서, 깊이에 따른 해양어도 

설치의 실시 예이다.

Fig.5 Turbine structures with ocean fishways

Fig.6 Sluice structures with ocean fishways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해양발전시스템용 생태

이동통로로서의 해양어도(5)는 기존의 갑문식 또는 

경사식 어도의 개념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들

을 갖추고 있다. 

1.중간벽체에 형성된 어도는 어류의 유영특성

에 따라 중간벽체의 수직방향으로 해저 깊이에 따

른 하층, 중층, 상층으로 구분하여 일정간격을 두

고 복수로 형성한다. 특히 하층에 위치하는 어도

는 숭어나 넙치, 가자미 같이 해저에서 생활하는 

어류나 게, 겟지렁이 등과 같은 저서생물들을 위

해서 어도의 출입구가 해저지형과 완만한 경사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모든 해양생물의 이동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친생태계적인 생태이동통로

로서의 해양어도이다.

2.앞에서 언급한 수차구조물과 수문구조물의 

중간벽체 또는 방조제에 형성되는 생태이동통로로

서의 해양어도는 경사가 없는 수평이며, 윗부분이 

막혀 있는 폐수로 형상이고, 해양어도의 내부에는 

유영하는 어류의 임시휴식 및 피난처를 제공하는 

격벽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한다.

3.또한 해양어도의 외벽 주위에 장파장 적외선

을 발생하는 붉은색 계통의 유도등과 어류를 유인

하기 위한 음파를 발생하는 음파발생장치를 설치

한다.

4.무엇보다 기존의 갑문식 또는 경사식 개념의 

어도를 적용할 때 소요되는 막대한 공사비를 절감

할 수 있다.

Fig. 7은 Fig. 3과 같은 형상의 해양어도를 바

다의 깊이에 따라 구분하여 상층, 중층, 하층에 설

치한 방조제의 단면도이다.

Fig.7 Cross sectional view of a barrage with ocean 
fishways; high level, middle level, low leve

2.3 해양어도 통과유량 예측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양어도를 조력발
전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내∙외측 수두차에 의해 
발생되는 해양어도를 통한 해수의 통과유량을 대
조기의 경우에 대하여 예측하고, 이 때 호수의 수
위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전대기시, 배수시, 발
전시로 구분하여 예측해 보았다.

아래 Fig.8은 창조식 조력발전소의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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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주기와 수차 및 수문 운영 패턴을 보여주고 있
으며, 이때의 바다 측의 외조위와 호수 측의 내수
위를 보여주고 있다.

Fig.8 A typical sea level, lake level and operating 
pattern of a flooding type tidal power plant

국내에서 건설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창조
식 조력발전소로서 Fig.8과 같은 대기, 발전, 대
기, 배수의 형태로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 시화
호의 내용적 자료의 분석보고서(6)에 따르면, 시화
호의 유역면적은 405.72km2이다. 해양어도의 통로
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기본설계에서 계획한 바와 
같이 단면적이 가로세로 1m x 1m 정방형인 어도로 
설계하되 어도 중간 중간에 설치되는 격벽의 면적
을 통로 단면적의 약 40% 정도의 크기로 설치하면, 
이때 해수가 유통하는 통로의 면적은 0.6m2가 된
다.

발전대기시 발전개시 수두차를 최대치인 3.5m
로 적용하고 대기시간을 3.0h로 할 경우, 발전대
기 시간동안 3.5m의 수두차로 바다 측 해수가 해양
어도를 통하여 호수 측으로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총유입되는 유량은 다음 식 (1)과 같으며, 약 
54,000m3이다. 

  ××
×××× 여기서
  유속 
  통과면적 
  시간 
  수두차 
  중력가속도 

이것은 시화호의 유효면적 405.72km2에 대하여 
3시간 동안 약 0.13mm 정도의 수위상승 효과를 일
으키는 정도이다. 만일 해양발전시스템 전체에 걸
쳐서 20개소의 해양어도를 설치할 경우 총 해양어
도가 발전대기시 동안 호수내의 수위에 미치는 영
향은 약 2.6mm 정도가 되며, 호수의 내용적에 미치
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배수시 2002년도 조위조건에 대한 시화호 조력
발전소의 발전량산정 시뮬레이션에서 예상되는 년
간 최대 수두차보다 더 큰 1.9m를 적용하고 배수시
간을 3.0h로 할 때, 식(1)에 의해 배수시간동안 해
양어도 1개소를 통해 배출되는 유량은 40,000m3 이
하이고, 이것이 시화호의 유효면적 405.72km2에 미
치는 영향은 약 0.1mm 정도의 추가적인 수위하강

이며, 따라서 총 20개소의 해양어도가 호수 측 수
위에 미치는 영향으로 총 2.0mm 정도로써 미미한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발전시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공사 기본설계
보고서(6)에 따르면, 정격조건에서 수차발전기를 
통과하는 유량은 약 4,400m3/s이며, 이때 1개 어도
의 통과유량은 6.3m3/s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총 20개의 해양어도를 수차구조물, 수문구
조물 그리고 방조제 등에 배치하여 설치한다고 하
면 총 통과유량은 126m3/s이 되고 이는 수차발전기 
통과유량의 2.86% 정도인 미미한 유량손실을 예상
할 수 있다.

3. 결론

어도는 단지 어류의 이동통로라기 보다는 생태
이동통로로서 보다 친환경적, 친생태계적인 개념
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이동통
로로서의 개념을 고려한 해양어도를 제안하였으
며, 현재 건설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해양어도 20개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해양어도 통
과유량이 미치는 호수 측 내수위 변화 및 유량손실
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해양간척사업이나 
조력발전소 건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형 해양구조물들이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피하기 위한 최
소한의 방안으로써, 해양어도는 반드시 설치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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