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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의 기초 시공 사례
*권 오정1), 오 명학2), 박 진순3), 이 광수4)

A Case Study on the Foundation Work of Uldolmok Tidal Current Power Plant
*Ohjung Kwon, Myounghak Oh, Kwangsoo Lee, Jinsoon Park 

Abstract : Uldolmok tidal current power plant was constructed on May 2009 at 
Jindo Gun in Korea. However it had much trouble in installing structure due to 
the extremely fast tidal current velocity(max. 5.5m/sec) and the jacket type 
plant structure.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tidal current 
and sea bed topography at Uldolmok tidal current plant site are investigated, 
and the detailed foundation work process of the plant is described.

Key words : Uldolmok tidal current power plant(울돌목 조류발전소), Foundation work(기초시공), 
Jacket type structure(재킷 형식 구조물) 

Fig. 1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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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양에너지 자원 확
보를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중 조류(tidal current) 에너지 및 조류발전용 수
차에 관한 연구가 영국, 미국, 캐나다 및 노르웨이 
등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인 대규모 상
업발전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선 조류
발전이 가능한 기본 전제조건인 빠른 해수의 흐
름이 나타나는 해역이 전 세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현재까지 수차발전기를 포함하는 조류발전
시스템의 실용화 기술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 주
된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서․남해안에 지형적인 특성
으로 약 1,000MW 정도의 조류에너지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경제성 확보를 전제로 개
발가능한 에너지는 약 500MW 정도인 것으로 예
상되는 등 조류발전 적지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에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국토
해양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우리나라 조류발전 
최적지인 울돌목을 대상으로 한 “조류에너지 실
용화 기술개발”을 2001년부터 수행 중에 있다. 조
류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실용화 연구의 일환으
로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실내실험과 수치실험
을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조류발전 실험장치를 울
돌목에 설치하여 현장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울돌목에 조류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09년 5월 1,000kW급 
시험조류발전소가 준공(Fig. 1 참조)되어 현재 현

장실증실험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준공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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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돌목의 빠른 유속(수심평균 최대 5.5m/sec) 및 
Jacket 형식 구조물의 특성으로 인해 울돌목 시험
조류발전소 건설 당시 시험발전소 구조물을 설치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시험조류발전소 주변의 지반 및 해역특성과 
기초 시공 사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시험조류발전소 주변 지반 및 해역특성

2.1 지반특성

조사지역에 대한 지층의 분포상태 및 층후를 
파악하고 암석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반공학적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Fig. 
2의 조사위치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였다.

Fig. 2 시험조류발전소 주변 지반조사위치도 

울돌목의 지질특성은 백악기의 분류산성암층
으로 하부의 산성분류암질응회암 상부로 장석반
암과 석영반암이 분포하며, 제4기의 충적층이 이
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면서 주변 해안지대에 광역
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질 계통표

지질시대 층        서

제4기 충   적   층(Qa)

 ~ ~ ~ 부 정 합 ~ ~ ~

분    류
산성암층 반암(kpd)

분    류
산성암층

석 영 반 암(kqp)

장 석 반 암(kfp)

산성분류암질응회암

 ~ ~ ~ 부 정 합 ~ ~ ~

분  류
녹암층

반         암(kp)
반암질 응회암(ktp)

Table 1 시험조류발전소 해역 지질 계통표

시추조사는 Fig. 3에 나타낸바와 같이 Fig. 2의 

조사위치 중 해상의 2공에서(BH-1, BH-2) 표준관
입시험 및 지반시추(NX)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로 구한 시추주상도 및 지층평면도를 각각 Fig. 4 
및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3 시추조사 위치도  

Fig. 4 시험조류발전소 주변 시추주상도(BH-2)

Fig. 5 시험조류발전소 주변 지층평면도

시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부지에 분포
되어 있는 지층은 입도분포가 불량한 자갈(GP)로 
이루어진 퇴적토층이 상부에 약 0.3 ~ 0.6m 정도 
분포하고 그 하부로 풍화암층이 약 1.1~2.0m의 두
께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 하

진도 교

조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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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는 1.6~8.3m의 두께인 연암층과 1.2m 두께인 
보통암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매우 심한 균열을 가진 절리군이 BH-2
를 기준으로 심도(-) 1.4~3.0m에서 2지점, 5.0~ 
8.0m까지 3지점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비록 심도(-) 8.0m 이하의 보통암층에서도 절리군
이 발견되었지만, 보통암의 특성 상 안정성에 영
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jacket 구조물의 기초가 절리군이 발견
된 연암층까지만 근입될 경우 구조물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암
층 혹은 기초가 절리군이 없는 연암층까지 기초
가 근입하도록 구조물을 설계하였다.  

 

지층 USCS 두께(m)
N-값

(TCR/RQD)

퇴적토층 GP 0.3~0.6 -

풍화암층 - 1.1~2.0 50/5

연 암 층 - 1.6~8.3 (44~100/0~14)

보통암층 - 1.2 (100/43)

Table 2 지층별 시추조사 결과 요약표

2.2 해역특성

전라남도 해남군 우수영과 진도군 녹진 사이
에 위치한 울돌목은 명량수도의 중간지점에 위치
하며 지형적으로 허리가 좁은 형태로서, 해양특성
을 살펴보면 대조차는 약 3m 정도로 크지 않으나, 
창조와 낙조시 수도의 양단에서 발생하는 약 2m
의 수위차로 인해 협수로에서 수심평균 최대  
5.5m/sec의 강한 유속이 발생한다. 또한 울돌목 수
로는 유속이 빠르고 해협의 폭이 약 500m 정도로 
좁아서 발전 구조물의 설치 및 발전효율이 극대
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국내에서 조
류발전의 최적지로 고려되고 있다.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울돌목의 수심 및 
해저지형은 대상지역의 남동쪽 끝단에 최대 45m 
이상의 깊은 골이 발달되어 있고, 이 지역을 제외
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대 20～25m 정도 수심의 
깊은 골이 울돌목 수로를 따라 길게 발달되어 있
다. 진도쪽 진도대교 남단 해역은 해안선에서 
15m까지 급한 경사와 함께 깊어지다가, 15～18m 
사이는 매우 완만한 해저지형으로 조류발전소 건
설시 구조물 설치 등의 시공에 유리한 조건인 것
으로 판단되었다.

Fig. 6 울돌목 해저지형

이러한 지반 및 해역특성을 바탕으로 jacket 구
조물이 해상에 설치될 때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

해 보통암층 또는 절리군이 없는 연암층까지 8m 
정도의 깊이로 RCD 천공을 실시한 후 pile을 삽입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기초 시공 방법을 제
안하였다.

3. 시험조류발전소 조류발전 구조물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의 발전시설 지지구조
물은 Jacket 형식으로 결정하였다. Jacket식의 경우 
플랫폼이 고정되어 있어 발전작업 및 유지관리 
시 우수한 작업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설치 및 작
업비용 측면에서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이광수 등, 2005; 해양수산부 2006). 

Jacket식은 낮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에는 강재
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료비가 절감되
고, 강구조체의 제작이 수월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파랑, 조류 등에 저항할 수 있는 적절
한 원형 단면을 가진 부재로 이루어져 시공성이 
우수하다. 

Fig. 7은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의 Jacket 구조
물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조류발전소의 크
기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m, 36m, 50m이
고, jacket의 중량은 약 1,000톤 정도이다. 기초 시
공을 위해 DL(-) 17.00m부터 DL(-) 25.00m까지의 
8m 부분이 RCD 천공 이후 지반에 삽입되도록 제
작하였다.

Fig. 7 시험조류발전소 jacket 구조물 단면도

4.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기초 시공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는 육상에서 jacket 구
조물을 제작한 후 현장의 빠른 조류속 하에서도 
jacket을 신속하게 설치함과 동시에 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Fig. 8과 같이 해상에 jacket을 거치
하고, 이후 해상에서 jacket leg 내부를 굴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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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acket 거치 (b) 재하블럭 거치 (c) Jacket RCD 천공

(d) Jacket pile 설치 (e) Pile 속채움 콘크리트타설 (f) 교각 pile RCD 천공

Fig. 8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기초 시공 전경

파일을 설치하는 기초시공공법을 적용하였다(박
종화 등, 2008). 

육상 시공에서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jacket 설
치 후 데크 프레임을 가설치하고, 상부에 900ton
의 콘크리트 블록을 재하하였다. 또한, jacket의 상
부에 데크 프레임을 상재한 일괄식 lifting 공법으
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켓구조물 설치하였고, 데
크 프레임과 말뚝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데크 
프레임을 약 50도 회전하고 간섭부위를 가절단하
였으며, 중량물 확보방안으로 콘크리트 슬라브를 
타설하여 설치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육상조립이 완료된 jacket 구조물은 2.5 m/sec 
이하의 조류속이 이어지는 2008년 5월의 소조기 
때 해상에 거치하였다. 

설치 중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치 후 
빠른 시간 내에 중량물을 재하하여 수평력에 대
하여 구조물의 활동(sliding) 및 전도(overturning)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후 지반특성 
및 해역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를 보통암
층 또는 절리군이 없는 연암층까지 근입하기 위
하여, jacket leg 강관의 안쪽에서 8m 깊이로 RCD
천공을 실시하여 기초 pile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
를 타설하여 기초공사를 완료하였다. jacket 구조
물 설치가 완료된 후 상부하우스 및 잔교 설치, 
육상변전소 건축, 헬리컬 터빈 및 기전설비 설치 
등의 후속공정을 수행하여 2009년 5월에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가 완공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2009년 5월에 준공된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는 jacket 형식의 구조물로 현재 다양한 조건에서
의 현장실증시험이 진행 중이다. Jacket 형식의 시
험발전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지
반 및 해역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시험조
류발전소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해 보통암층 또는 

절리군이 없는 연암층까지 8m 정도의 깊이로 
RCD 천공을 실시한 후 pile을 삽입하고 콘크리트
를 타설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기초를 시공하였다. 
향후 jacket 형식 이외의 부유식 등 다양한 구조형
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때 각 구조
형식 별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기초 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울돌목 현장과 같이 빠른 유속조
건을 가진 해상 현장에서의 보다 신속하고 정밀
한 기초시공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PM54840)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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