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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충남 유일의 최고 등급 자연갯벌



1. Tidal  Barrage : 조력 발전
1) Rance River, France (240MW)
2) Annapolis, Bay of Fundy, Canada (20MW, 시험용)
3) Kislaya Guba, Russia (400KW, 시험용)

3. Tidal  (Offshore) Turbine : 조류 발전
-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추진 중

2. Tidal  Reef : 조력 발전 (계획 단계)
1. Severn Estuary, England (8600MW, 논의중)

조력/조류 발전의 형태 분류



Tidal  Barrage

Annapolis

Rance River인천조력 모식도



Severn Estuary  :  
Tidal Reef (고려중)



Tidal  (Offshore) Turbine



Tidal  (Offshore) Turbine

Turbine  Farm

Turbine  Farm



Tidal  (Offshore) Turbine

Turbine  Farm



Tidal  (Offshore) Turbine



Tidal  (Offshore) Turbine



Tidal  Power  - Wikipedia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

조류발전 (Tidal Turbine):  
 직접적인 연구 거의 없으나
 어류에 영향을 약간 미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판단

조력발전 (Tidal Barrage):
 하구환경에 설치한 방조제에 의해 내측분지 수층과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최근 대부분의 정부는 Tidal Barrage 설치를승인하는것을

꺼려하고 있음
 하구입구에 설치된 Tidal Barrage는 대형댐과 같은

환경적 재앙의 우려가 있음
 대형조력발전설비는 하구내외에서의 해수의 흐름을

변형시키는데 수리 및 염분의 변화를 동반한다.
 서식지로서 하구를 이용하는 해양동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La Rance Case: (20년 이상의 연구)

 Tidal barrage 건설 초기에는하구의고립으로동물과
식물에 해로운 피해를가져왔으나 10년 이후다양한
정도로새로운환경에생물학적적응이관찰되었음.

어떤종류의생물은 barrage에 의해 서식지를잃었으나
어떤 종류는그 자리에 대량서식하여 종다양성의
변화를야기하였음.

구조물의건설에의해 sand bank가 사라졌으며, 
St. Servan 해빈은심각하게훼손되었음.

갑문에 의해 조절되는부분(Sluice 근처)에 빠른 수류가
발생하였음.



Tidal Power Projects In Progress Capacity
(MW)

Expected
Completion 

Date
Type

Strangford Lough, Northern Ireland 1.2 2008 Turbine
(조류)

CORE Project, Canada 15 2011 Turbine
(조류)

Wando Hoenggan Waterway, South Korea 300 2015 Turbine
(조류)

Kaipara Harbour, New Zealand 200 2018 Turbine
(조류)

Pentland Firth Tidal Energy Project, Scotland 10 tbc Turbine
(조류)

Islay, Scotland 2 tbc Turbine
(조류)

(http://renewableenergydev.com/red/tidal-energy)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조류 발전 프로젝트



네덜란드 오스터스켈트 댐

1976-1986

1986년 완공



Sand  Hunger !

Siltation !

Problems   caused  by  Barrier (Barrage)



인천/강화 조력에 의한 생태계 영향

Sand  Hunger !
(모래부족)

Siltation 
Problems !

(펄질화)
침식

퇴적

생물 서식지 파괴/훼손/변형!

하구/갯벌 파괴!



가로림만 갯벌 : 자연해안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육지갯벌
(대규모의 간척이 진행되지 않은 만임)



 수문ㆍ수차 구조물 평면배치(안): 인천조력의 예

수차구조물

수문구조물

한국해양연구원 (2009)



조력발전 환경영향 예측 주요결과: 인천조력의 예
 해수유동 변화 비교

<인천만 정밀격자영역의 현상태 조류벡터(창조)>

3개의연결수로존재

<인천만 정밀격자영역의 중규모(안) 조류벡터(창조)>

연결수로가염하
수로와연결되어
수로특성유지

<인천만 정밀격자영역의 현상태 조류벡터낙조)> <인천만 정밀격자영역의 중규모(안) 조류벡터(낙조)>

연결수로
염하수로와연계

한국해양연구원 (2009)



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유속의 공간적 변화 (해양연구원 자료)

<중규모-현상태 유속변화 공간 분포> <대규모-현상태 유속변화 공간 분포>

 발전소 입구에서 1.5m/s 이상 유속강화 현상 발생

 현상태의 주수로 해역에서 유속약화 현상 발생

 염하수로

 중규모 : 전반적으로 미약한 유속강화 현상 발생

 대규모 : 전반적으로 미약한 유속약화 현상 발생

※ 전반적으로 유속변화는 크지 않음 - ?

한국해양연구원 (2009)

Slack Time (조류정체시간)
- 내측에서 증가

펄질화 진행





경제성 검토: 인천조력의 예

편 익 구 분
소규모 안 대규모 안

B/C IRR(%) NPV(백만원) B/C IRR(%) NPV(백만원)

직접

편익

에너지 편익 1.148 - - 1.240 - -

환경 편익 0.407 - - 0.440 - -

교통 편익 0.019 - - 0.019 - -

수산물증대 편익 0.001 - - 0.020 - -

소 계 1.575 (?) 9.40 763,970 1.700 (?) 9.88 1,706,717

간접

편익
관광 편익 0.095 0.58 125,684 0.093 0.50 227,269

총 편익 1.670 9.98 889,654 1.794 10.38 1,933,986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해양연구원 자료)

 소규모 안과 대규모 안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60년간)

 대규모 개발안이 경제적으로 더 우수함

국토해양부 (2006) :  매년 소규모- 1,469억, 대규모-3,096억 (60년 - 18조)

Costanza  et al. (Nature, 1997):  매년 소규모- 1,000억, 대규모-2,170억

인천조력 하구습지의 환경생태적 가치 상실액

한국해양연구원 (2009)



조사결과
갯벌면적

변화

조위변화 조속변화(cm/s) 
퇴적률(cm/년) 

고조위 저조위
창조류 낙조류

입구 내측 입구 내측 입구 내측

현재 0 0 0 
51-

118 

20-

106 

90-

146 

20-

113 

-1.0-

3.6 

-0.5-

3.9 

A-1 

(최초) 
-30.3% 

+44-

64 

+353-

357 

52-

210 

18-

86 

46-

69 

10-

38 

0.3-

8.9 

-12.4-

10.5 

B-1 

(변경) 
-13.8% 

+45-

66 

+326-

347 

52-

214 

16-

77 

46-

69 

10-

38 

6.1-

10.6

(+9.8) 

8.7-

11.8

(+9.9) 

조력발전소 건설에 의한 중요 물리적 변화



퇴적

침식

조위/조속 변화

퇴적환경/퇴적물 변화
(심각한 펄질화)

생태계 변화

수산물 생산량 급감

어업형태 변화(단순화)
외측의 연안어장에도
심각한 문제 를 야기 가능

전 내만에 심각한 펄질화



결론/제안

조력발전은 연안/갯벌생태계의 극심한 훼손
또는 변형을 야기할 것임.

조력발전은 현재도 경제성이 없으며, 
미래가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임.

조력발전을 포기하고 갯벌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밴치마킹하여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가로림만 갯벌과 습지를 보전/활용한 미래 지향적
발전(지속가능한) 추진을 제안함

국가적으로 환경의 피해가 거의 없는 조류발전에
국가와 기업은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조류발전의 기술은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음: 
전 셰계에 조류발전의 적지가 상당히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