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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기술개발의 필수 관문, 실해역 시험
- 파력발전 실증 시험장의 현황과 문제, 개발방향

해양에너지는 자원량이 풍부하고, 밀도도 높으며, 

에너지원에 따라서는 발생시기가 일정하고 항시적 

이용도 가능하여 많은 장점을 가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양에너지란 해수가 가진 에너지로 그 종류로는 조석, 

조류, 파, 온도차, 염분 농도차의 5가지가 기본적이며, 그 

외에 해양 공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에너지로서 

해상풍력, 태양, 해수 중의 바이오 메스 등의 에너지도 

넓은 의미의 해양에너지로 다루기도 한다. <표 1>은 5

가지 협의의 해양에너지에 대한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 해양에너지 분과(International Energy 

Agency Implementing Agreement on Ocean Energy 

Systems, IEA-OES)는 전세계 해양에너지 발전 잠재량을 

2008년도 전세계 전력소비 16,819TWh의 5배에 달하는 총 

82,950TWh/년(조력/조류 7,800TWh, 파력 29,500TWh, 

온도차 44,000TWh, 염도차 1,650TWh)로 추정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최대 748MW(현재, 세계 발전시설 

용량의 약 19%에 해당)에 이르는 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량 520억 톤에 이르는 수치이다(IEA-OES, 2011. 10.).  

해양에너지 개발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양환경의 

높은 부식성과 가혹한 물리적 환경에 견디는 발전시스템 

개발과 시스템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법 

확보 등 아직 극복해야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양에너지 개발 투자가 잠깐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 영국정부가 해양에너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세계의 유수기업으로 

부터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11월 초 영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육상 및 해상풍력 에너지의 가중치는 줄이고 조류 및 

파력에너지에 대한 가중치는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조류 및 파력에너지에 대해 부여했던 

가중치 2를 이들 발전량이 30MW에 이를 때까지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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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시킨 것이며, 부가하여 2020년까지 700MW 

규모의 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증사업을 5년 내에 상업적 생산규모로 

확대해야 하며,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조치에 호응하여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투자규모 확대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파력발전에 있어서 실해역 시험의 중요성

해양장치의 개발과정은 개념설계 단계에서의 

이론적 검토를 시작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세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적 접근, 이론을 포함한 각종 

해석의 검증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수리모형시험(주로, 

2차원 수리모형시험) 및 소축척 장치를 통해 모의 해상 

상황 하에서 제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본격적인 수리모형시험(3차원 수리모형시험)을 

거치면서 장치의 기본적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해양환경은 인위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부식성이 강한 해수, 파랑, 바람, 조류, 일사 

등의 불규칙 또는 규칙성을 가진 각종 외력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 상존하며, 해양장치는 통제불능의 자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장치는 종합과학기술이 

결집된 시스템이다. 해양공학을 기반으로 한 토목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제어공학 등 폭넓은 분야의 

기술이 집적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합시스템이 물리, 

화학적으로 가혹한 해양환경 하에서 원하는 바대로 

적용 혹은 적응될 것인가는 실제 해역에서 검증되고 

평가(실해역 실증시험)되어야 하며, 실해역 실증시험은 

<표 1> 해양에너지의 종류와 특징 

종류 에너지 특성 이론적평균출력 발전 적지

조력

지구와 달 태양과의 인력에 의한 

해면의 주기적 상하운동 (조석의 

위치에너지)

조차가 크고 입구가 좁은 만, 

강 하구

조류/해류

ᆞ해류 :  지구규모의 해수밀도/ 

바람에 의한 정상흐름

ᆞ조류 :  조석에 의한 주기적인  

수평흐름 (운동에너지)

유속이 큰 만 입구 혹은 해협

파

파랑의 대부분은 해상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발생, 에너지는 주기 

1~15s 집중 (파 위치/운동 에너지

년 평균 파고가 크고, 큰 파랑이 

적은 해역

온도차
표면해수와 해저부근해수의 

온도차 (온도차 에너지)
표면 수온이 높은 열대 해역

농도차
해수와 담수의 염분 농도차 에너지 

이용

염분 농도가 높은 바다에 

이어진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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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완성 및 상용화의 기반을 다지는 필수 과정이다. 

미국 해양신재생에너지연합(OREC)은 2030년에는 

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이 15GW 규모에 이르러 36,000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해양에너지 개발이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3단계의 

실해역 실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현 

수준인 1단계는 사업규모 100kW~5MW의 실증시험(

계통 미연결), 2015년까지의 2단계는 5~50MW 상용화 

시험(계통 연결), 2030년까지의 3단계는 50~100MW 

발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OREC, 

2011). 
 

 

해외 파력발전장치의 실해역 시험 현황과 전망

해양에너지 발전장치 개발을 선도하는 EU는 이미 8

개의 실해역 실증시험장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어, EU

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조류 및 파력발전장치의 실해역 

시험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 4개의 추가 시험장을 

건설 중이다(<그림 1> 참조). 특히 영국 올커니섬에 

위치한 유럽해양에너지센터(EMEC)주1)의 파력 및 

조류발전 시험장은 장치의 단순 연결만으로도 상용 

발전장치의 실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시험장으로서, 

개발된 장치의 성능평가 및 인증센터 기능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추가로 건설 중인 영국 코넬의 

<그림 1> EU의 조류 및 파력발전 실해역 실증시험장 현황, 출처: IHS Emerging Energy Research, 2010 

* 주 1)  영국 스코트랜드 EMEC의 경우, 파력발전시험장은 Orkney섬 서쪽해안에 위치(4기 동시접속 가능)하며,  
조류발전시험장의 인근에 있는 Eday섬 서쪽해안에 위치(7기 동시 접속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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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Hub는 파력발전만을 위한 대규모 전용 실해역 

시험장을 확보하여 파력발전 선도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영국 정부의 의지가 잘 나타난 부분이다. 

본 장에서는 EU를 중심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파력발전장치의 실해역 실증시험의 각국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연이은 장에서 EMEC의 파력발전 전용 

시험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실증 시험장의 

구성 요소를 고찰하기로 한다. 

① 포르투갈

400kW 피코 진동수주형(OWC) 파력 발전소는 

포르투갈 아조레스 군도(Azores)의 피코(Pico)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동 수주형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용된 에너지 흡수장치는 Wells 공기터빈이다 

(<그림 2> 참조). 

피코 OWC는 유럽의 자금을 통해 1999년 건설 

되었는데 수많은 기술적,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몇 년 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으나, 2004년에 국가 

자금을 통한 Wave Energy Centre의 운영과 더불어 

장치의 보완을 거치면서 2005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시험운행이 시작되었다. 

2010년에 운영시간이 600시간을 넘어 배전반에 

전달되는 전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피코 

<그림 2> 400kW 피코 OWC 파력발전 실증플랜트

<표 2> 덴마크의 파력에너지 기술개발, OES-IEA 2010 Report 

Technology Phase of Delopment Installed Power
Public

Investment(M€)
Private

Investment(M€)

Wave Star Energy
Prototype Testing 2*25 ㎾-50 ㎾ 35 60

1:10 Testing NB 5.5㎾

Floating Power Plant Prototype Testing 140㎾ - 15

Wave Dragon ¼Scale Prototype NB 20㎾ NA

Waveplane
Prototype Built not 

Installed
2*100㎾-200㎾ 0 18

Dexa

1:10 Prototype NB - 

Completed Spring 

2010

0.4㎾ 0 1.7

1:4 Prototype 

DanWEC
20㎾ 5 4

Leacon
1:10 Model Ready to 

Install in NB
1-2㎾ 2.4

Crestwing
Laboratory Testing 

DHI
- 3

해안과 해양 | 23 



일 반 기 사

OWC는 파력발전에 관한 기술 교육과 연구 개발 활동 

및 홍보의 거점이 되고 있으며, 장치 자체의 효율 

향상과 더불어 부유식 진동수주형 플랜트 관련 연구를 

포함한 연구 개발이 계속 되고 있다.

포르투갈은 영국에서 개발된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장치 

Pelamis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외 EU

의 각국에서 개발된 Wavebob, WaveRoller, Oceanlinx 

Oscillating Water Column 등의 파력발전장치에 대한 

자국 내의 사용 및 시험운용을 계획하고 있다. 

② 덴마크

덴마크에서 진행 중인 파력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가동물체형의 한 종류인 Wave Star는 2009년 9월 

한츠홀름의 Rosshage Pier 전면 7m 수심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지역 전기회사인 Thy-MorsEnergi의 

계통에 연계되어 시험운용 중이다. 5m 지름의 두 개의 

부유체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3> 참조).

월파형 파력발전장치인 Wave Dragon은 2009년 Nissum 

Bredning의 규모 테스트 장소에서 20kW의 전력으로 

설치된 구조로 재설치되었다. 실해역 시험을 통해 해당 

장치로부터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얻고자 하였으나, 2010

년 3월, 유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철수하였고 

현재는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그림 4> 참조). 

Floating Power Plant는 부유식 파력-풍력의 복합발전 

장치로써 2009년 Vindeby시의 외곽 해역에서 첫 번째 

실해역 시험을 마치고, 2010년 봄 두 번째 시험을 

수행하였다(<그림 5> 참조). 

Waveplane 파력발전장치는 2009년 실해역 시험 후 

덴마크 한츠홀름 외각 지역에 계류 중이며, 실해역 

운용시험의 재착수를 위한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그림 

6> 참조). 

그 외에도 Dexa 파력발전장치가 2009년 3월부터 9

월까지 Nissum Bredning의 5m 심해 깊이에서 시험 

<그림 3> WaveStar 실해역 실증시험 

<그림 4> WaveDragon 실해역 실증시험 

<그림 5> Floating Power Plant, Poseidon 실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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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되었으며, Leacon 1:10 규모의 파력발전장치는 

2011년 4월 실해역 설치를 계획하였다. 

③ 영국

영국정부는 해양에너지의 가능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해양에너지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파력발전 부문은 강조되고 있는 분야로서, 

이미 주목할 만한 파력발전장치가 개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운용하고 있는 EMEC 파력발전시험장 

(스코틀랜드 Orkney섬)에 더하여 Cornwall 해상에 

세계 최대의 파력발전 시험장(Wave Hub)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7> 참조). EMEC 파력발전시험장은 

연이은 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Wave Hub 해양 에너지 프로젝트는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으로 건설 중인 대규모 파력발전 

시험장으로서 South West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에서 2,150만 파운드, DTI에서 450만 파운드를 

투자하였다. 16km 외해에서 그리드 접속 및 모니터링 

가능한 대규모 시험장을 확보하여 파력발전 

선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Wave 

Hub 프로젝트를 통하여 2009년 해저에 12톤의 허브가 

55m의 수심(연안에서 16km)에 설치되었다. Wave Hub

에 장착되는 첫 번째 파력발전장치는 OceanEnergy Ltd.

사로 예정되어 있으며, 2013년 1월에는 이를위한 3

년간의 허가를 취득하였다. 

Wave Hub에는 네 곳의 정박지가 있고 각 정박지는 2㎢

의 영역을 커버한다. Wave Hub는 초기 최대 용량이 

20MW이고 미래에 50MW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그림 8~10> 참조).

Aquamarine사는 2009년 EME 파력발전시험장에 

플립형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장치 Oyster 1을 배치하여 

<그림 6> Waveplane 실해역 실증시험 

<그림 7> EMEC 파력발전시험장 (영국 Orkney섬) 

<그림 8> Wave Hub Project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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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해역 시험을 수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다음 

세대 모델인 Oyster 2는 스코틀랜드의 Burntisland 

Fabrications사에 의해 제작되어 2011년 여름 EMEC 

시험장에서 운용시험을 수행하였다(<그림 11> 참조). 

Pelamis 파력발전장치는 제1세대의 장치에 대한 

결함을 보완한 제 2세대 장치로 개량되어 750kW P2 

Pelamis로 명명하고 있다. 1세대 Pelamis는 E.ON사가 

구입하여 2010년 10월 계통에 성공적으로 연계되었으며, 

현재 테스트 프로그램 단계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12> 

참조). 또한 E.ON과 ScottishPower사는 힘을 합쳐 P2 

장치의 시험계획을 발표하였다. 두 회사는 100MW 

Pelamis프로젝트를 Orkney해변 근처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 실험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큰 상업 

프로젝트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다.

스코틀랜드 Islay섬에 위치한 Wavegen사의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 Limpet은 2000년에 세계 

최초로 육전에 연결된 장치로써 2010년까지 60,000

시간이 넘도록 발전하고 있다. 현재는 새로운 Wells 

터빈 발전의 검증 시설로도 운영되고 있다.

④ 아일랜드

2006년 Irish Marine Institute and Sustainable 

Energy Ireland는 해양에너지를 위해 국가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아일랜드의 해양 에너지 관련 

새로운 구상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해양 

에너지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추진되었다.

<그림 11> 312kW Oyster의 실해역 시험운용 

<그림 12> Pelamis(제 1세대)의 실해역 시험 운용 

<그림 9> Wave Hub의 시스템 구성도 

<그림 10> Wave Hub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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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2005-2007): 1:4 규모 장치에 대한 

파력발전시험장 개발(Galway 만)

●2단계(2008-2010): 계통 연계된 시험장의 개발

● 3단계(2011-2015): 준 상업적 소형장치의  

배치시험 및 평가

● 4단계(2016-계속): 파력발전기술의 상업적  

배치를 위한 전략 추진

파력 및 조력 발전장치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1 kWh

당 0.22유로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2030년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해양에너지에 

관한 경제적 연구와 공급망, 인프라 관련 개발 해양 에너지 

프로젝트들은 이미 완료되었다. 

⑤ 미국

미국은 재생에너지나 기후변화관련 입법이 진행 

되지 않았으나 해양 에너지의 환경적, 기술적 연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실직적인 정부의 지원도 확대 

되고 있다. 주요 과학 프로그램은 다양한 대학들과 

국가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상업적 

파력 및 조력 에너지 프로젝트들은 곧 연방 운영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의 전망도 정부의 

안정적이고 증가된 단계적 지원과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를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Ocean Power Technologies사는 150kW PowerBuoy 

시스템을 오레곤 해역에 배치하였으며, 2년 동안 세부 

운영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그림 13> 참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에서 가장 발전한 파력발전기술 

및 운영의 자료를 얻고자 하고 있다. 

Ocean Power Technologies, Inc.는 11개 연방 주립 

기관과 3개의 비정부 기관과 함께 오레곤의 실용 규모 

파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획기적인 협정을 하였는데, 

이는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FERC)에 

의해 허가된 상업화 규모의 파력 발전 프로젝트이다. 

⑥ 노르웨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어 바다에서 

비교적 소규모의 시험 설치에 대한 실제적인 승인이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대학의 

R&D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9~2010년에 시행했던 파력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들이 Runde에서 테스트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테스트 장소를 건설 중이다. 이 시험 장소는 

외해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거친 해상조건 및 

온난한 해상조건에서도 시험될 수 있도록 수심 

0~100m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연안으로부터의 

이안거리는 약 2km 이내이다. 또한 생산된 전력을 

해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노르웨이 회사인 Langlee(www.langleewavepower.

com)는 파도의 수평상의 움직임으로 설계된 부유식 

파력발전장치를 개발하고, 덴마크의 Aalborg University 

에서 실시했던 대규모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림 14> 참조). 

Langlee는 현재 디젤발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그림 13> PowerBuoy 실해역 실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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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Stewart 섬에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파력에너지가 다른 자원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개발은 2012년으로 계획하였다. 

2009년 6월, Fred Olsen사는 파력발전부이인 45kW  

“BOLT”를 개발하였다. 현재 노르웨이 동남쪽 해안에 

시험 운용을 시작하여 2011년 11월에 마쳤다(<그림 

15> 참조). 전력 계통에는 연계하지 않았으나, 보다 큰 

출력의 장치 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 
 
⑦ 스페인

2010년 스페인의 해양 에너지 개발의 주된 행보로 

스페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양 전력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2016년 10MW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설치된 발전소에서 100 MW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Basque Country에 의해 추진 중인 Mutriku OWC 

플랜트(<그림 16> 참조)는 방파제에 멀티 터빈 진동 

수주형으로 구성 되었다. 총투자비는 640만 유로 (토목 

공사로 440만 유료와 나머지는 전기 기계 및 계통 

연계)이며, 18.5kW의 터빈 16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추정 파워는 300 kW이다. 

EMEC 파력발전시험장 (EMEC, Orkeny, 공식  

명칭 : Billia Croo Wave test site)

EMEC 파력발전시험장은 영국 Old Academy, 

Stromness, Orkney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17> 참조). 

유럽해양에너지센터(The European Marine Energy 

Centre Ltd., EMEC)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 10

월 완공하였다. 해안(Billia Croo)으로부터 2km 외해(

<그림 14> Langlee Wave Power 

<그림 16> Mutriku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소의 건설 

<그림 15> Fred Olsen의 실해역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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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50m)에서 4개의 장치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장소(Berth)에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그림 18> 

참조).

시험장에서는 주로 파력발전장치의 에너지 변환 성능, 

구조적 성능 및 생존성의 독립적 평가를 제공하며, 

그리드 연결 및 ROCs(Renewable Obligations Certificate) 

인가에 대한 원조 및 기상·해양 자원조건의 실시간 

모니터링, 인허가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EMEC의 모니터링 전략(EMEC`s Monitoring 

Strategy)에의 참여 기회, 피항처에 대한 근접 제공, 

사무실 및 데이터 센터 등을 제공한다.

실증시험장의 변전소(Substation)는 EMEC와 UK의 

육전 그리드의 연결로서 장치의 시험 및 운용에 

이용하며, 파력발전장치의 전기출력 상황은 변전소 

내의 장비에 의해 측정되어 EMEC의 데이터 센터로 

전송된다. EMEC는 파력발전장치의 출력이 그리드에 

공급하기 적절한지를 분석하고, 측정된 데이터는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ystem

을 통해 장치 개발자에게 전송되며, 출력데이터는 

기록으로 남긴다(<그림 19, 20> 참조).

<그림 17> Wave test site의 위치

<그림 18> 파력발전 시험장의 공간적 배치 

<그림 19> 육상 변전소 및 모니터링 시설

<그림 20> 변전 및 모니터링 시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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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인 장치, 환경 모니터링 장비, EMEC 데이터 

센터 간의 양방향 정보 흐름은 SCADA System에 의해 

유지되며, SCADA System은 장치들을 원격제어하고 

운용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동작 환경에 대한 24

시간 연속 평가를 실시한다. EMEC 데이터 센터로의 

데이터 전송은 Fibre Optic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21> 참조).

해저케이블(Sub-Sea Cable)은 11kV Cable로서 해상 

시험 중인 장치와 해안에 위치한 변전소 간을 연결한다. 

Wet-Type Composite 케이블은 교류전류에 대해 

설계된 3개의 EPR-insulated Stranded 동선(120㎟)과 3

개의 Signal/Pilot 동 케이블(2.5㎟) 그리고 12가닥의 

Single-Mode Fibre-Optic 다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

층의 아연도금 Steel Wire로 싸여 있다. 케이블의 

Conductor는 Nominal Rating 2.2MW인 50㎟이고, 

케이블은 수심 15m부터 탄력성 있는 금속 보호대로 

감싸져 있으며, 낮은 수심부에는 1,200mm 깊이에 

매설한다(<그림 22, 23> 참조).

Weather Station은 시험장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관련 정보는 SCADA System에 연결하여, 매 5분마다 

평균 풍속, 평균 풍향, 매 30분마다 평균 기온, 상대습도, 

강우, 기압, 매 24시간 마다 평균, 최소/최대 기온, 평균 

상대습도, 강우량, 평균, 풍속/풍향, 평균 기압을 

기록한다(<그림 24> 참조).

시험장에서의 파랑 정보는 Datawell Directional 

Waverider Buoy로 기록되며, 유의 파고, 에너지 주기, 

평균 파향, 평균 입사파에너지, GPS 위치, 표면 수온이 

연속 관측된다. 이 자료는 주 데이터 센터로 무선 

송신하여 SCADA System 및 장치 개발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인근 조류시험장(Warness)에서 계측된 조석 

정보를 제공한다(<그림 25> 참조).

국내 파력발전 기술개발 현황

<그림 21> SCADA Network 

<그림 23> 해저 케이블 보호공<그림 22> 해저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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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파력발전기술개발은 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선박해양플랜연구소의 주관으로, 60kW 부유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 개발(1993~2001) (<그림 26, 

27>), 500kW 고정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시스템 개발

(2003~2012) (<그림 28>), 150W 등부표용 부유식 

소형파력발전기 실해역 실증시험(2006)(<그림 29>), 

월파형 파력발전 기반기술 개발(2003~2005)(<그림 

30>), 250kW 나선암초형 월류파력발전 기술개발

(2007~2010)(<그림 31, 32>)이 진행되었다. 2010년 8

월부터는 고효율에 파랑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300kW급 부유식 진자형(가동물체형) 파력발전장치 

개발이 시작(실해역 실증시험 2014년 계획)되어 대규모 

파력발전 단지화에 이용될 단위장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3, 34> 참조). 

실해역에서의 실증시험이 진행된 경우는 60kW급 부유식 

파력발전(<그림 26>), 150W급 소형파력발전장치의 

연구개발(<그림 29>)이 있으나, 독립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계통 연계 등을 포함한 

전력 계통을 포함한 시험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현재, 

제주 용수리 전면 해상에서 건설 중인 500kW 고정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소(<그림 28>)는 국내 최초로 

계통연계될 본격적인 실증용 파력발전소이다. 

해당 파력발전소는 육지로부터 1.2km 떨어진 해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생산된 전력은 해저케이블로 송전되어 

육상의 전력망에 연결되고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시설, 해상 

파랑 등 환경 모니터링 체제도 모두 완비되어 실해역에서의 

장치의 성능평가 및 관련 시험이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해양에너지 발전장치 실증시험의 난점

해양에너지 발전장치의 실해역 실증시험에는 막대한 

부가 설비비용이 소요된다. 우선 실증시험이 이루어질 

해역이 확보되어야 하고, 장치의 운용상황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생산된 전력 및 각종 계측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해저케이블, 육상의 전력망 시험연결장치 및 원격 데이터 

분석시설 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장치가 

<그림 24> Weather Station

<그림 25> 파랑관측을 위한 Waverider의 계류도

해안과 해양 | 31 



일 반 기 사

<그림 26> 60kW 부유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실증시험 : 
KIOST 

<그림 27> 60kW급 OWC용 터빈 시스템 - Wells 터빈 : 
KIOST 

<그림 28> 500kW 용수 시험파력발전소 조감도 : KIOST

<그림 29> 150W 등부표용 파력발전장치 실해역 시험 : 
KIOST

<그림 30> 250kW 월파형 파력발전장치 수리모형시험 : 
KIOST

<그림 31> 250kW 월파형 파력발전장치 설치 개념도 :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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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되는 시간 및 공간에서의 기상 및 파랑, 조류 등 

해황을 실시간으로 관측/송신하여 장치의 운용상황과 

연계하여 분석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해역 실증시험에는 기술적인 사항 이외에도 

극복해야할 난제가 있다. 실해역 실증시험이 이루어질 

적지는 공유수면 점사용을 위한 관련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현지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실해역에서의 실증시험은 해당 해역을 둘러싼 지역민의 

기득권 혹은 생활권 침해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가 

아닌 개개 장치의 개발단계에서는 아직 경제성이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역 이용과 관련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금도, 방법도 묘연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급속한 해양에너지 발전장치의 개발추진 

및 확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조류 및 파력발전장치 

등의 개발을 위해 필수 과정인 실해역 실증시험이 

개개 장치별 독자적인 추진 계획 하에 진행되면, 

시험해역 확보의 난항을 매 사업마다 겪음은 물론 

막대한 설비 비용(장치 전체 개발비용의 약 30~50%)

이 계속 중복되어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제한된 국가 R&D 예산에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연구개발 계획수립의 장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산업체 주도의 개발의지를 

초기에 불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 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각국은 현재 

해양에너지 발전장치를 위한 범용 실해역 시험장을 

마련하지 못해, 세계 시장 진출의 전제가 되는 실해역 

실증시험은 물론 객관적인 성능평가 및 인증의 토대가 

전무하다. 이로 인해, 새로운 해양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해양에너지 발전장치의 시장 진입에 커다란 

<그림 32> 250kW 월파형 파력발전장치 단지 개념도 : 
KIOST

<그림 33> 300kW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 단지 
개념도 : KIOST 

<그림 34> 300kW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 
수리모형시험 :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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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며, 조속한 시험장 

건설을 통해 장치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양에너지 발전장치의 기반 기술이 

되는 세계 수준의 해양토목기술, 조선해양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실해역 시험장 

마련이 또 하나의 해양산업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릴 

교두보가 될 것이다.  

파력발전을 비롯한 해양에너지 발전장치의 실해역 

실증시험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개발되는 해양에너지 발전장치(조류, 파력)

의 상용화를 위한(Commercial-Scale) 본격적인 실해역 

실증시험장의 형태(EMEC 수준)를 이루어야 하고, 

최종적인 성능평가 및 인증 기능을 겸비하도록 해야 

한다.  

조류발전, 파력발전 등 해양에너지 발전의 적지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해역 실증시험장은 

각기 별개의 적지에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류 

및 파력에너지 모두가 일정 수준이 이상이 되어 

시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해역은, 조류 또는 

파력발전장치 각각의 실증시험에 있어, 주 운용 대상인 힘 

(파랑 혹은 조류) 이외에 부가적인 환경요소의 부각(조류 

혹은 파랑)으로 인해 장치의 성능평가 수행을 저해하는 

상황을 도출하게 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 

즉, 해당 장치의 시험에 있어서 장치 자체의 실증 시험에 

집중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여타 외력의 

과도한 개입이 없는 시험장이 바람직한 것이다. 

파력발전 실해역 실증시험장은 본 해역으로 이송/설치 

가능한 장치가 시험장 내 해상에 마련된 케이블의 

접속만으로 모든 실해역 실증시험이 수행되고, 해당 

장치의 시험 후 원활히 분리되어 타 장치의 실증시험이 

계속 수행될 수 있는 개방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진행된 몇몇 해양에너지 실증 시험은 실증시험과 

사업이 동시에 기획되어 실증시험 자체가 해당 위치에서 

진행될 대규모 사업의 시발점으로 인식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접근은 실증시험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이루어 내지 못할 경우 막대한 재원 및 설비를 

투여한 만큼 그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를 감내해야만 하는 

도전적인 기획이다. 범용 실증 시험장에서의 충분한 실증 

시험 후, 보다 완성도 높은 장치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국가적 인프라인 실해역 시험장 조성은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추진 

방향도 함께 모색한다. 즉, 현재 추진 중인 해양에너지 

발전장치의 실증시험시설은 모니터링, 계통연계 등의 

실해역 시험에 있어서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적절한 개조를 통해 범용 

실증시험장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통 

비용의 최소화는 개별 장치의 개발비 절감이 이루어져 곧 

연구개발의 활성화로 이어지리라 예상된다. 

혹자는 장치의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실해역 실증시험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반대의 논리를 전개하기도 한다. 이른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싸움이다. 결론적으로는 

어느 쪽이든 우선 진행되면 선순환의 구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양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불가피한 해양에너지 장치의 

개발에 있어서는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기반 인프라 

구축의 선행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촉매로서는 

물론 가속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한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2005). 파력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1단계 
보고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08).신재생에너지 
RD&D전략 2030시리즈 13 해양.

조철희, 이영호(2008). 해양에너지개론, 도서출판 
대선.

지식경제부(2010). 2010 신재생에너지 백서.
지식경제부(2010). 나선암초형 월류파력발전 

34 | 해안과 해양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의 필수 관문, 실해역 시험
- 파력발전 실증 시험장의 현황과 문제, 개발방향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1). 해양산업동향, 제 54호.
CREC(2006). Ocean Energy Conversion in Europe.
EMEC website(2012).
IEA-OES(2010). Annual Report.
IEA-OES(2011). Annual Report.
IHS emerging energy research(2010). Global 

Ocean Energy Markets and Strategies : 2010-
2030.

IHS emerging energy research(2010).
http://www.wavehub.co.uk/

저자 약력 

● 1985-1989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항해학과 

학사

● 1991-1993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수송 

과학과 석사

● 1998-2001 :  일본 구주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박사

● 2002-2003 :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공항기술연구소 

특별연구원

● 2004-2006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 2006-현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책임연구원

해안과 해양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