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연안 해역은 다양한 가

용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며, 설치 가능한 해역 또한 

광범위하여 해양에너지 자원은 우리나라 연안역에서도 대규

모로 활용이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다. 특히, 활용 가능한 육

상공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양에너지 자

원의 활용은 에너지의 수입의존도를 낮출 뿐 아니라 기후변

화 협약에 의한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과 이에 따른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그중 조석에너지는 천체의 인력에 기인한 무한 청정 자연

에너지로서 태양계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는 에너지이다. 조력

발전이 조력댐을 만들고 조지와 외해 사이의 낙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과는 달리 조류발전은 조류의 흐름이 빠른 곳을 

선정하여 그 지점에 수차발전기를 설치하고, 자연적인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설치된 수차발전기를 가동시켜 발전하는 기

술이다. 해양에 대규모 댐을 건설할 필요 없이 발전에 필요한 

수차와 발전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나, 조류

가 빠른 지역에 발전장치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대상 

해역이 제한적이며 조력발전과 같은 대규모의 적용이 어렵다. 

조류발전의 큰 장점은 풍력이나 파력 등 타 대체에너지원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아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조석의 주

기성으로 인하여 날씨 변화나 계절에 관계없이 발전량 예측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에너지원이다. 또한 해수유통이 자유롭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조력발전보다 더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해양에너지는 조력발전을 제외하고는 아직 본격적인 상용

화에 이르고 있지 못하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실

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파력과 조류발전의 경우에는 

상용화 모델에 대한 실해역 시험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조만

간 상용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그 중에서도 조류발전이 실

용화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1. 조류에너지 부존량

전 지구적으로 천해 연안역에서 조석에너지는 1000~4000GW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타 해양에너지와는 달리 조석에너지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영국,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특정 

해역이나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천혜의 조석

에너지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이다. 

가장 앞선 해양에너지 기술을 보유하고 활발한 개발이 진

행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 2020년까지 조류 및 파력의 해양에

너지로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의 20%를 충당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확고한 정책과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회사들이 창업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스코틀랜드

는 전체 소비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을 세우

고 여러 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1.2MW 

조류발전 시스템이 영국에서 현장실증실험을 성공적으로 마

친 상태로서,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지는 못하였으나 

향후 5년 이내에 본격적인 실용화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도 울돌목(50MW), 장죽수도(150MW), 맹골수도(250MW) 

등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1,000MW 규모의 조류에너지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인천 등 서해안에서도 

조력발전의 대안으로 조류발전사업을 수행할 경우 훨씬 큰 

규모의 조류발전단지들이 조성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 전 세계 조석에너지 분포

그림 2. 국내 서남해안 조류발전 적지

현범수 (한국해양대학교), 조철희 (인하대학교),

김문찬 (부산대학교), 문채주 (목포대학교)

특집

조류발전 기술현황과 전망

12 대한조선학회지┃제 48 권 제 3 호



현범수, 조철희, 김문찬, 문채주

BSNAK, Vol. 48, No. 3, September 2011 13

2. 조류에너지 변환기술  

조류발전은 조석간만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의 유속을 이용

하여 조류발전 장치를 설치하고 터빈의 회전에너지를 이용하

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풍력발전과 이론적 원리가 동일하다. 

현재 다양한 발전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발전 

방식으로는 풍력발전의 개념과 유사한 수평축터빈(HAT)과 수

직축터빈(VAT) 방식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표 1. HAT 방식과 VAT 방식의 특성 비교

⦁HAT (Horizontal Axis Turbine)

- 넓은 범위의 유속에 대해 효율이 
높고 출력이 안정적

- 구조가 간단하고 구조적으로 안정
- 날개 끝단에서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
- 조류 흐름을 고려한 Yawing 및

Pitching 조절 필요

⦁VAT (Vertical Axis Turbine)

- 유입 방향에 관계없이 발전가능
- 낮은 유속에서 낮은 발전효율
- 블레이드의 와유기 진동 및 축계 

비틀림 문제 
- 빠른 각속도 회전시 날개 전체에

서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

터빈의 고정방식에 따라서도 조류발전 형식이 구분된다. 현재 

많이 알려진 파일고정식과 계류삭을 사용하는 계류고정식 그리고 

자체 무게로 시스템을 고정하는 자중고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수평축은 터빈의 구동축과 흐름의 방향이 수평한 기존의 

풍력 터빈과 동일한 작동원리인데, 일방향 흐름, 하천과 같이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로터 1기당 500~600kW 정도의 발전용량으로 설계되고 있

다. 수직축은 터빈 구동축과 흐름이 수직하고 놓이는 경우이

며, 역시 수직축 풍력발전기와 그 원리가 동일하다. 흐름의 방

향에 관계없이 항상 한 방향으로 로터가 회전하기 때문에 흐

름이 불규칙한 경우에 유리하지만 터빈의 구조, 진동적 특성

에 기인하여 대형화가 힘들기 때문에 주로 풍력발전과 마찬가

지로 100kW급 혹은 그 이하의 중소형 발전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1MW급 국내 최초의 울돌목 대형 조류발전장치가 수직

축을 채택한 것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수평축과 수직축 각각의 장단점이 혼재하고는 있으나 현재

까지의 기술로 볼 때 발전효율이나 대형화, 단지조성 등에서 

유리한 양상을 보이는 수평축 터빈에 주로 개발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류발전은 유속이 1m/s 내외인 곳에서도 

가능하나, 경제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2m/s 이상인 

곳을 후보지로 선정한다. 

 조류발전 터빈으로부터 발생되는 출력은  





와 같은데, 여기서 는 해수의 밀도, 는 터빈의 출력계수, 

A는 터빈 로터의 회전면적, U는 조류속도를 나타낸다. 발전출

력은 조류속도의 3제곱에 비례하므로 조류속도가 빠를수록 

유리하지만 설치하고 설치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해수의 

밀도는 공기의 밀도에 비해 약 840배 정도 크기 때문에 풍력

발전 터빈에 비해서 동일한 시설용량일 경우 풍력발전에 비하

여 조류터빈의 크기가 훨씬 작아진다. 1MW 용량을 기준으로 

풍력터빈의 경우 약 60m의 직경을 가지는데 비해 조류발전 

터빈의 직경은 약 19m 정도의 크기를 가진다.

그림 3. 조류와 풍력 터빈 크기 비교

 

3. 국내외 해양에너지 개발 동향

조류발전 연구개발은 영국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독일,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등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조

류발전시스템이 개발되어 활발한 실해역 실증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HAT 방식과 VAT 방식이 경쟁적으로 검토되었으나 현

재로서는 HAT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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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MCT사는 2003년 300kW급 HAT 시스템을 실해역에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한 쌍의 터빈으로 

이루어진 1.2MW급 조류발전시스템을 2008년에 제작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영국의 Lunar Energy사와 OpenHydro사도 

수평축 터빈 방식의 조류발전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해역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후 1.2MW급 SeaGen 프로젝

트가 북아일랜드의 Strangford Narrows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운전 및 계통연계에 성공한 세계최초의 대형 조류발전장치

로 기록되었다. 향후 10기 이상을 설치하여 10MW 규모의 조

류발전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Atlantis사는 1MW급 조류발전장치를 개발하여 2011년 유럽해

양에너지센터(EMEC)에 시험 설치하였고 현재 시험 가동중이다. 

1MW급 상용 조류터빈으로서 로터 직경 18m, 높이 22.5m, 무게 

1500톤이며 트윈헤드 방식, 고정 피치 블레이드로서, 2.65m/s 유

속 지역에 설치하였다. Lunar Energy사는 1MW급 덕트형 조류발

전장치를 개발하였고, Open-Hydro사는 원형터빈 형태로 250kW 

성능시험 후 현재 1MW급 장치를 개발하여 역시 EMEC에서 실해

역 성능검증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Rolls-Royce사

는 영국 인근 해안에 300MW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4. MCT사 SeaGen

그림 5. Atlantis사 AK-1000

그림 6. 영국 Lunar Energy사 덕트형

그림 7. Open-Hydro사 Open-Centre

영국이외의 지역을 살펴보면, 독일의 Voith Hydro가 개발한 

조류발전장치는 해저 바닥에 앵커로 고정된 착저식으로 현재 

110kW가 시험 성능을 진행중이며, 1MW급 고정피치날개 수평

축터빈을 개발하였다. 노르웨이의 햄머페스트(Hammerfest)사

는 2003년 노르웨이의 Kvalsund, Finnmark에 300kW급 조

류발전장치를 설치하여 2008년까지 4년 동안 가동하였으며, 

2011년부터 10-20기의 조류발전장치로 구성된 상업용 조류발

전단지를 개획 중이며 영국에 10MW 조류발전 단지를 계획 중

이다. 미국 Verdant Power사는 뉴욕에 200kW급 조류발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6기를 설치해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림 8. Voith Hydro사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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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Verdant사 터빈

다음으로 수직축 터빈으로는 일본에서 많이 연구된 다리우

스 수차, 캐나다에서 연구된 Davis 수차, 미국에서 개발된  헬

리칼 수차 등이 있다. 

그림 10. Kobold & Blue Energy

그림 11. 헬리컬 터빈 (Gorlov)

다른 방식으로는 영국 EB사가 2002년 150kW Stingray 

형태의 조류발전 실험을 성공리에 수행하였고, 5MW급 

조류발전 단지를 상용화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SMD 

Hydrovision사는 조류의 입사 방향 변화에 자체적으로 방향

을 조절할 수 있는 1MW 계류식 조류발전을 개발하였다. 한

편 캐나다 주정부의 지원하에 Bay of Fundy에 Open Hydro, 

Alstorm, MCT, Atlantis사 등의 1MW급 대형 조류발전기가 

설치 중이다.

그림 12. EB사의 Stingray

그림 13. SMD사의 부유식 터빈

국내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조류발전 기술은 해양연구

원이 2003년 울돌목에 설치한 소형 헬리칼 수차 방식의 

조류발전시스템이 시초로서, 이를 확장하여 2009년 1MW

급의 조류발전시스템이 울돌목에 건설되어 운용 중에 있

다. 설계조건은 유속 5.5m/s로서 Gorlov형 헬리컬 터빈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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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울돌목 조류발전 조감도

또한 2006년부터 부유식 조류발전 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되어 삼천포 방수로형 25kW급, 100kW급 수평축 부유식 실

증 플랜트의 실해역 설치를 수행한 바 있으나 공유수면사용 

상의 문제 등으로 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2010년부터는 

1MW급 수평축터빈을 사용한 고정식 조류발전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다. 

그림 15. 25kW급 HAT

그림 16. 100kW급 부유식 HAT

이상에 소개한 내용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발표되거나 진행

된 국내 조류발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2.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 조류발전개발 현황

지역 용량(MW) 기간 현황

인천 200 2012 - 2015 타당성 조사중

신안 260 2012 - 2016 타당성 조사중

완도 300 2015 계획

울돌목 50 2018 실증시험중

대방 20 2011 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후 보류

맹골 250 2018 계획

장죽 150 2018 계획

2012년부터 200MW 규모의 인천 조류발전단지들이 구

체화되고 있으며, 진도 연안에 세계 최대 규모 조류발전단

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8년까지 장죽수도 인근 

110kW급 조류 발전 시범 설치, 장죽수도 150MW, 맹골수

도 250MW급 조류 발전 단지를 건설할 계획에 있는 등 국

내에서 가장 유망하고 환경친화적인 해양에너지로 부각되

고 있다. 

4. 조류발전 주요기술

조류발전장치는 여타 해양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조선해양, 

토목, 기계, 전기, 환경공학기술이 융합된 전형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요한다. 여기에는 발전 및 송전, 건설, 운

전 및 유지 관리, 철거 기술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발전기술이며 그중에서도 터빈설계기술이 근간을 이루고 있

다. 이 외에도 발전장치의 개념에 따라 시스템 전체의 구성

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개의 기술의 내용이나 중요도의 차이

가 생기게 된다. 그밖에 주요 연구개발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터빈설계 및 성능해석기술

(2) 발전구조물 설계 및 시공기술 : 구조형식, 구조안전성 및 

경제성 제고

(3) 발전시스템 성능제고 기술 : 발전효율, 발전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

(4) 해양환경변화 예측 및 저감기술

(5) 해양에너지 복합이용 및 단지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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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본고에서는 조선해양유체공학적인 관점에서 본 조류

발전 HAT 터빈의 주요 기술적 문제점과 발전시스템 계통연계

에 대하여 간략하게 짚어본다.

4.1 터빈설계기술

조류발전장치 설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터빈 날

개 설계에 있어서 주요 제원의 설계와 더불어 일반 풍력의 

경우와 달리 캐비테이션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날개단면 선

정 및 날개 끝의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조류 방향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회전 방향을 유지해야 하므로 경량

화 및 Stall을 포함한 박리현상 등을 고려한 날개 설계가 이

루어져야 한다. 조류 방향 및 속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

응을 위해서는 가변피치 수평축터빈이 바람직하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더불어 최근 대형화

되는 블레이드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터빈의 구

조적 강도와 경량화 등이 있다. 수중에서 작동하는 터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블레이드는 원심력과 수압에 의해서 지속

적인 피로 굽힘 하중 조건에 처해진다. 또한 터빈의 회전에 

따라 진동이 증폭되기도 한다. 따라서 설계자는 정하중과 

동하중 특성을 고려한 구조의 설계가 필요하다. 해류의 방

향은 통상 12시간을 기준으로 180도 바뀌게 되나 지역에 따

라서는 국부적으로 작은 각도의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

로 자동적으로 유입류에 날개를 맞추는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으나 앞서 가변피치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접하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로 조류발전 시

스템의 설치로 인한 해양 환경을 파괴하여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배의 프로펠러에 의한 

소음이나 해양 환경 변화에 의한 동 식물들에 끼치는 영향

에 대하여 계속해서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조류발전에서

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수심을 고려하여 캐비

테이션 발생을 억제한다든지 HAT용 저소음 임펠러 개발 등

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

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4.2 터빈 성능해석 기술

조류발전 터빈의 성능해석은 이론과 실험적 측면으로 나

눌 수 있으며 이론 적인 성능해석은 풍력터빈에서 널리 사용

되는 날개요소운동량이론(BEMT)을 이용한다. 하지만 조류의 

특징인 캐비테이션 현상이나 구조강도 해석과 같은 분야의 

해석도 터빈성능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CFD를 이용

한 계산 역시 이용되어지고 있다. 최근은 컴퓨터를 이용한 

유체 해석과 구조해석을 결합시킨 유체구조연성 해석이 활

발히 연구되고 있다. BEMT를 이용한 대표적인 설계 및 성능

해석 S/W의 예로서 영국 Garrad Hassan사의“GH Tidal 

Bladed”가 있다. 모형실험의 경우 풍력발전 분야에서는 많

은 실험과 충분한 실증 자료들이 있으나 조류발전 분야는 그 

역사가 길지 않아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가 시작

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 터빈 성능해석 방법

⦁BEMT (Blade Elemental 
Momentum Theory)

- 터빈 전후 운동량과 날개요
소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한 
계산

- 스팬 방향으로 진행되는 속
도성분과 3차원 속도성분을 
무시

- 성능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짧음

- 캐비테이션 현상의 해석이 
불가능

⦁Computational Analysis

- 터빈의 상세한 성능 해석이 
가능

- 성능 해석과 함께 캐비테이
션 및 구조강도의 해석이 가
능

- 성능계산에 많은 시간이 걸
림

- 실험이나 BEMT로는 구하기 
힘든 물리량 확인 가능

⦁모형실험

- 터빈 성능을 가장 간단하게 
판단 가능

-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 조류에 관한 역사가 짧아 명
확한 실험 방법 확립이 필요

- 모형과 실제 터빈간의 축척
효과를 고려한 확장이 필요



특집 ▶▶▶ 조류발전 기술현황과 전망

18 대한조선학회지┃제 48 권 제 3 호

4.3 조류발전시스템의 계통연계

풍력발전과 달리 조류발전은 출력예측이 가능하기 때문

에 전력계통연계에 따른 전력조류의 안정성이 높고 유효전

력 제어를 위한 최대출력 및 출력 증발율 제한이나 일정출

력 감소 운전 등의 문제가 거의 없고 운전 또한 안정적이

다. 우리나라 분산전원의 계통연계기준은 발전설비 용량이 

3MW 이하인 경우 한전선로인 22.9kV의 배전선로에 연결

가능하고 3MW 이상에서 40MW이하 용량인 경우 22.9kV 

배전선로로, 40MW이상인 경우 154kV 송전선로로 인근 변

전소까지 독립적인 선로를 건설해야 한다. 발전사업 인허가

도 3MW 이하인 경우 광역지자체장이, 3MW 이상인 지식경

제부 산하 한국전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조류발전설비는 단위기기 용량인 1MW 이하

로 설치 및 운전되고 있으나 개발된 조류발전설비가 상용

화될 경우 수십 MW단위 또는 수백 MW단위로 조성되어

야 하므로 전력계통연계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조류발전인 경우 바다에 설치되기 때문에 해저로 전력계

통 선로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육지에서 시공하

는 가공선로나 지중선로와 다르게 건설단가 매우 높아 사

업성평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단지 용량이 

클 경우 연계되는 육지변전소 여유용량이 없게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다. 변전소설비를 보완하거나 신설할 경

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는 불가능에 가

깝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조류발전이 유리한 장소가 서해안과 남해안에 

해당한다. 인천 인근인 경우 수도권에 해당하여 전력계통연

계를 위한 선로 용량확보가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류발전 적지로 평가받는 서남해안은 송전선로

가 거의 없고 배전선로가 도서지역에 연계되어 있다. 안좌

도와 진도에 154kV급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다른 지역

은 모두 육지 변전소에 연계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 선

로공사로 인한 비용이 매우 증가하게 된다. 육지의 변전소 

또한 여유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발전설비가 3MW 이하인 경우도 기존 부

하가 22.9kV의 배전선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전압안정도 등

을 검토하여 연계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류발전 자원평

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평가인자로 간주된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해상풍력과 조류발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전단지가 없다. 물론 조

류발전설비는 전 세계적으로 상용설비가 개발되지 않았고 

현재 영국을 중심으로 개발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울돌목에 

연구과제 결과물로 설치되었으나 아직 상용품으로 평가받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조류발전 상용품의 개발

이 예상되므로 전력계통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

다. 해상풍력도 서남해안이 적지로 평가 받고 있어서 대규

모 단지가 조성될 경우 전력계통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대규모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직류송전망 보다는 

345kV 송전망 건설을 우선 추진하고 더불어 송전탑건설에 

따른 지역민의 민원해소가 어려운 만큼 사회적 수용성노력

과 건설기간 확보를 위하여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조류발전설비의 전력계

통연계를 위한 전력변환기에 사고시 발전기 탈락으로 인한 

계통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순시전압 저하

시 유지기능인 LVRT 기능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전송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7. 조류발전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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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조류발전 발전 방안 

해양에너지 자원의 실용화는 기술적인 어려움의 극복과 

함께 경제성의 제고를 통한 발전단가의 저감이 관건이다. 

2000년대 들어 파력과 조류에너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

양에너지 이용 실증플랜트의 실해역 적용이 급증하고 있으

며,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해양에너지는 여

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에 비해서도 빠르게 발전단가

가 하락하고 있어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서로 다른 해양에너지 기술을 결합한 복합발전을 통해 경

제성의 제고가 가능하며,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에너지 

생산 및 해양 저장시설 등 해양에너지 복합이용의 출현이 

전망된다. 특히 조류발전은 대규모 단지화 및 복합발전에 

의한 경제성 제고를 통한 산업화와 도서지역 및 연안역 생

산 활동에 필요한 소규모의 독립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활용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발전전략을 체계

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는 정부에서 상응하는 지원 프로그

램 개발이 요구되며, 산업화 및 상용화를 위하여는 기업이, 

기초연구는 대학, 기업지원이나 중장기적 연구는 출연연구

소에서 주관하는 특성에 맞는 개발주체를 구분하여 지원하

는 정책이 요구된다. 

조류발전기술은 철강재료 제조, 조선해양산업, 전기/발전

기 산업 등 핵심요소 기술력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와 

있다고 판단되나 실증개발 및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18. 해상풍력-조류 복합발전단지

조류발전장치의 성능실험 및 성능입증을 수행하며 제품의 

인증까지 수행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시설이 시급히 조성되

어 국내 장치산업 및 요소기술 개발을 촉진 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관심 기업들이 조류발전 상용화를 위한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서는 RPS REC 가중치와 발전 차액 지원, 원활

한 해역이용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청정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획기적

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해양에너지 개발에 세계를 선도할 그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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