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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IN_2014_가로림만 조력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1. 총론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 재검토 필요
- 조력발전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연생태·환경분야를 비롯하여 다른 조사항목(수질, 

대기, 지형지질, 토양, 위락경관, 전파방해, 주민 생활환경, 재산피해 및 대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은 국내외 비교 사례 및 결과가 부족한 상황으로, 

  : 대규모 상업용 조력발전의 예가 해외에서는 유일한 예인 1966년 프랑스 랑스발전
소 이외에는 없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운영 중인 시화호 발전소로 아직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을 국내외에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화호에서 
해수유통량의 감소에 의한 영향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이 된 이후에 결정을 할 필
요가 있음. 

- 시화호-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단위 방조제 축조로 인한 해양 환경 영향과 구체적으
로 비교 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해양생태계 교란에 의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조력발전에 의해 예상되는 조간대 갯벌 감소와 생태계 교란. 해양자원의 변화에 따

른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검토할 경우 환경파괴가 더 심각하여 사업

추진 불가로 판단되어야 함
- 내해의 어패류의 산란장 기능에 대한 자료와 경제적 가치에 대해 평가가 되어야 함.

 심각한 환경변화는 사업 불가 근거  
- 조력발전소 방조제 건설 및 운영은 수위변화에 의해 연안습지 훼손, 해수 정체시간 

증가 및 조간대 면적 변화, 탁도 감소 및 염도구배 변화와 퇴적물 침전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동식물상 서식 환경변화, 유속 및 유량 변화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 
산란장 기능 저하 및 어족자원 변화 등 심각한 환경변화를 초래됨

 정부의 습지 정책 일관성과 연안습지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기초해 사업 불가 필요
- 연안습지 훼손, 자연해안선 감소, 생태계의 인위적 교란 등 정부의 연안습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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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 정책의 일관성에 역행하는 사업이기에 추진 불가 판단 필요 

 국내 습지관리 정책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입장 필요 
- 2007년 해양수산부 ‘불가판정’ 입장의 견지 및 정확한 표명 필요
- 가로림만 지역은 2002년 환경부 전국 자연환경조사,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2007년 해수부 가로림만 환경가치 평가연구, 2009년 서해안 어류 산란처 서식지 조
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해양수산부의 지원 하에 시행된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정리한 자료 등에서 우수한 생태가치 확인한 곳. 이미 기
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로림만은 연안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등 보호지역 
지정 요건 충분히 확보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가로림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 등 보전 정
책에 대한 강력한 입장표명을 통해 습지관리정책 및 연안습지 보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력발전사업 불가함을 천명해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조항 

1) 평가서의 완성을 위한 과정? 환경부의 분명한 입장 정리 필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는 ‘초안과 본안 제출 
이후 3차에 걸친 보완 요구와 최종적으로 본안 반려(2012.4)’로 종결된 상황

 2007년 최초 환경교통영영향평가서(초안) 제출, 2009년 사전환경성검토, 2010년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2012년 4월 환경영향평가
서 본안 반려, 2013년 11월 환경영향평가서 재제출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

 일련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이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
우1)’의 사업 임에도 ‘부동의’ 처리가 아닌 ‘반려’ 조취를 취하고 있음

 이는 환경부가 사업 계획의 수정 및 축소 조정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위해가 분명히 
예상되는 사업의 승인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몇 가지 내용의 보완 및 수정을 통해 환경적 위해 요인을 
저감할 수 없음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 검증되었기에, 현 시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조
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부동의’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임

 보완과 보완으로 계속 논쟁을 이어가기보다는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필요

1)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7조 협의내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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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기본원칙) 위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2)은 지속가능한 발전, 과학적 조사 예측 
결과, 실행 가능한 가용 대안, 충분한 정보 제공과 주민 참여, 간결하고 평이한 서술, 
누적 영향의 고려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

 본 영향평가서는 주민 의견 미반영, 상당 영역에서 과학적 조사 예측보다는 추정에 
근거한 서술로 신뢰성이 의심되기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본 원칙을 위배

3)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위배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시행지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여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토록 규정3)

 가로림만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용량 산정 및 환경보전 목표 설정 부재
 환경용량 산정은 부문별 계절별 실측 및 모델링을 통해 산정하여야 하나, 본 환경영

향평가서는 이 과정이 부재하고, 환경용량산정에 근거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방안을 과학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상당부분이 추정치

4) 예측 분석 방법의 신뢰성 의문

 조력발전 사업추진에 의한 갯벌 저서생태계의 피해 분석이 불명확하고, 과학적인 저
감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유입하천 유량 미측정에 근거한 부하량 산정, 방조제 축조 이후 해수 순환률 저감에 
따른 저층용존산소 변화, 부영양화에 의한 내해 미세조류성장 증가, 배출수 감소에 
의한 내측의 유기물 퇴적층 확대, 수질정화능력 감소량과 영향, 연안갯벌 펄질화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변화 및 생태계변화, 유입하천의 특성 등 각 분야별 예측방법의 
신뢰성 의문

2)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

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

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

성되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3) 제5조(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

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
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
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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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별 예측 및 결과 분석에서, 사업 시행에 따라 부정적 효과 발생 불구하고 “영
향이 없다”, “거의 없다”, “미미하다” 등 추상적 분석으로 일관

3. 입지 적정성 및 타당성

1) 입지 적정성 및 타당성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내만(內灣)으로, 
2002년 환경부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지형”으로,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
장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 2007년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호서대, 해양수산
부) 결과 전국 환경가치 1위로 평가된 지역

 또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 멸종위기야생동물 1등급인 황새와 넓적부리도요, 상
괭이와 수달, 삵, 표범장지뱀 등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2,000여 가구의 어민이 
바지락, 굴, 김 등을 양식하고 있고, 태안군 어민의 25%, 서산시 어민 91%의 생활 
터전이자 충남지역 양식 및 연안 어업의 중심지

 본 지역은 그간의 정부 및 학계차원의 조사 결과 해양생태계 기준 생물상 수준은 다
른 연안습지보호지역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훨씬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자
연해안선이 가장 많이 유지되고 있는 내만 생태계임. 또한 가로림만은 경기만에서 자
연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내만형 갯벌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관된 연안습지 보
전정책에 근거하여 향후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또한 각종 어류의 산란·서식·회유지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수역일 뿐만 아니라 세
계적으로 희귀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등이 분포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엄
밀하게 관리해야 할 해역이라는 입지의 특성이 있으나, 

 금번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입지특성에 기반 하여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훼손하여 조력발전을 추진해야할 명분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함.

2) 국내 습지보전 정책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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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99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등 연안습지 보전정
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을 감소시키는 가로림만 조
력발전 사업은 정부의 습지보전정책에 역행하는 사업

 정부는 1997년 람사르협약 가입,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
국 총회(창원), ‘2008 인류의 복지와 습지에 대한 창원 선언’ 등에서 일관되게 습지 
보전의 입장으로 표명 

 국내 연안습지 보전정책 측면에서 검토할 때, 가로림만은 충남의 유일한 자연적 대형 
내만지역 갯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서해연안의 어족자원의 산란장 역할 및 
관광자원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에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됨

 연안습지 보전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가로림만은 조력발전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관
련 정책에 의거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이 필요함

3) 재생에너지와 무관한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재생에너지 정의4) : 비화석연료, 비핵물질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속가능하며, 부수적인 효과로 인한 위해가 없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원을 얻는 과정이나 변환과정에서 재생될 수 있어야 하며, 지속가
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공동체나 자연시스템의 생명력(viability)
과 권리(rights)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해야 한다.  <WCRE 재생가능에너지의 정
의5)>

 국내에는 시화조력발전소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회간척사업에 의한 수질오염 대책
인 해수유통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례로서, 가로림만조력발전 사례에는 유용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강하구 및 내만, 해안에 연접해 방조제를 
축조하는 방식으로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매몰비용이 과다하고 연안습지 생태계 
변화가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외의 선진국에서는 조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나
라가 없으며, 최근 영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추진논의를 중단한 상태임. 

4) World Council for Renewable Energy, "Civilization at the Turning Point: A Breakthrough 
for Renewable Energy". 2004

5) Renewable Energy – Renewable Energy includes solar, wind, hydro, oceanic, geothermal, 
biomass, and other sources of energy that are derived from “sun energy”, and are thus 
renewed indefinitely as a course of nature. Forms of useable energy include electricity, 
hydrogen, fuels, thermal energy and mechanical force. More broadly speaking, Renewable 
Energy is derived from non-fossil and non-nuclear sources in ways that can be 
replenished, are sustainable and have no harmful side effects. The ability of an energy 
source to be renewed also implies that its harvesting, conversion and use occur in a 
sustainable manner, i.e. avoiding negative impacts on the viability and rights of local 
communities and natural ecosystems.(Renewable Energy – a definition. W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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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인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연간발전량 240MWh) 이외에 국
내외적으로 조력발전에 의한 환경영향에 대한 직접 비교 가능한 사업이 부재한 상황
이나,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조력발전을 세계적 추세로 설명한 것
은 부적절하며 잘못된 기술이라 하겠음

4) 조력발전 후보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가로림만은 반폐쇄성 내만으로 입구 폭은 약 2km에 불과하지만 내부 폭은 약 10km, 
길이는 약 20km에 이르는 국내에서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는 천혜의 갯벌
을 보유하고 있으며, 15개 어항이 밀집해 있고 약 50여개의 어촌계가 활동하며 어업 
생산량이 연간 4,000톤에 달하는 충남지역 양식 및 연안 어업의 중심지로 서해연안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자연자산

 가로림만 조력 발전 사업으로 야기되는 자연환경의 변화는 조간대 면적감소, 노출시
간 감소 등과 체류시간 증가와 해수교환율 감소 등에 의한 연안습지 정화 능력 감소
와 수질오염, 용존산소 농도 저하, 산란장 기능의 상실 등이 우려되며, 장기적으로 
간조시 수심이 증가하여 하부갯벌이 침식되어 점차 활용이 가능한 갯벌의 면적이 빠
르게 감소할 우려가 있음.

 또한, (조력발전 후보지 선정에 있어) 해역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유사사업의 집중·누적성을 고려하면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유발되어 갯벌보전·관리와 친환경 해양 정책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입지 및 규모 등
에 대한 충분한 대안분석 및 면밀한 누적평가 진단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4. 환경영향평가서 분야별 검토 의견

1) 제3장_영향범위 설정

 본 영향평가서는 대부분의 항목별 영향권 설정을 사업예정지 중심 반경 5~6㎞ 설정
하고 있으나, 

 세부 항목별(해양환경, 해양동식물 등) 조사 정점이 내측 및 만 입구 중심으로 설정되
어 있으며, 가로림만 외부 참굴 양식장 등 영향 예측 배제되어 있음  - 영향예측 범
위는 가로림만 인근 주변 외해에 위치한 양식장 등을 검토하여 재설정 필요

 기존 새만금 간척사업 및 시화호 간척사업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방조제 축조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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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해 해양환경 변화 결과 및 사후영향조사를 바탕으로 영향범위 재설정 필요

2) 침퇴적 분야 검토의견

저 가로림만에 출현하지 않는 퇴적물 평균입도를 사용한 수치모델링
- 전체 만 퇴적물 분석에 의하면 가로림만 조간대 퇴적물은 왕모래에서 점토까지 다양

한 구간에 걸쳐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분포하나, 침퇴적분야 물리조사에서는 전 
구간에 대한 퇴적물 평균입도는 세립사와 극 세립사 구간에 해당하는 값으로 산정하
여,  가로림만 지역에서 실제로 가장 출현하지 않는 입도구간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입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침식전단응력은 본 지역의 침·퇴적현상을 이해하
는데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의한 수치모델링 결과를 신뢰
하는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부유퇴적물 유출입 산정을 위한 조사측선의 설치에 대한 기준과 선정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량과 부유퇴적물을 이용한 부유퇴적물 유출입량 산정 시 각 수
로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부유퇴적물 유출입량의 산정이 매우 상이할 것으로 판단

저 침·퇴적분야 예측결과에 따른 의견
- [정성적 예측] 조력댐 외측은 사질화, 조력댐 내측은 수문부 주위의 사질화를 제외하

고 대부분의 지역이 펄질화 될 것으로 예측되나, 장기적으로는 수로부로 조간대 퇴
적층이 침식되어 조간대의 면적이 서서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 현재 니질이나 점토질 퇴적상이 관찰되는 지역과 각 주조수로의 말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일부지역에 죽펄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의 창 낙조수로와 운영시의 
창낙조 수로가 반대로 형성되므로 정확한 예측에는 어려움

- [정량적 예측] 조력 발전소 운영시 펄질화의 경향은 2차년도에 만 전체로 확산(3등
급 펄질화 예상지역 : 만 전체 대부분의 조간대에 걸쳐 3등급의 펄질화가 발생)

저 연안 침식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가로림만은 퇴적물 공급이 적은 지역으로 연안침식이 활발하며, 조력댐 운영시 만조

가 오래 유지되면 연안침식이 더욱 활발하게 발달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
- 환경영향평가서 침퇴적 분야에서 해외사례(네덜란드 오스티스켈드) 제시와 같이 조

간대 침식 및 감소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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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장_해양환경(물리)

 7-2-2-134. 수리모형실험 부재(물리모형)
- 해양물리(해수유동 변화, 해수교환율 변화, 조류속의 변화, 조간대면적 변화, 조간대 

노출시간 변화 등) 예측에 있어, 가로림만과 같은 대규모 해양공사에 의한 조석과 
조류의 예측은 수치모형(수치모델)과 수리모형실험(물리모형)에 의해 동시 검토되어
야 하나, 수치모델만 적용하였기에,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조석과 조류 등에 대한 판
단 근거 부재

저 7-2-2, 7-2-3 등 / 해양생태계의 물리적 변화 관련 
- 기존 새만금 및 시화호 등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조력댐 운영시 가로림만 외측 해

역의 조석체계 변화에 따른 수온, 염분 등 물리적 변화 예측 범주 확대 필요함

저 7-2-2-134. EFDC 모델 적절성 및 재검증
- 해수유동실험 등에서 해양수질오염과 관련하여 EFDC 모델을 사용하였으나, 입력자

료 및 결과에 대해 제3의 기관에 의한 재-검증 필요
- EFDC 모델이 개발된 미국과 한국의 조간대 조건 및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국내

에서 EFDC 모델을 통한 수질예측이 적용된 새만금 및 시화호, 4대강 사업 등 기
존 평가에서도 입력 값에 근거한 예측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할 때, 예상보다 심
각한 수질 악화 상황이 발생하기에 모델 검증 및 재평가 필요

- 수질 예측과 관련한 EFDC 모델에 투입된 입력 및 출력 자료에 대한 공개와 제3
의 기관에 의한 재검증이 필요

 7-2-2-220 / 7-2-3-348 하천 유사량 계산 
- 조지 내로 유입되는 인입 하천의 유사량 계산은 하천단면 측량 결과 등을 근거로 

HEC-6(하천과 저수지에서 침식과 퇴적계산 모형)에 의한 검토와 실측 유량 및 유사
량을 근거로 한 예측 필요(내성천 및 4대강 사업 등에서 사용)

- 본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근거로 사용된 하천기본계획보고서 등은 하천 유량 및 유
사량 실측 자료가 부재함에도 해당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일부 기술 내용은 그대
로 인용함(7-2-3-349 일부내용 어은천 하천기본계획보고서 그대로 인용)

 7-2-2-220 / 7-4-2-627 등. 조간대 면적 변화와 경제활동 연관성 분석 필요
- 영향평가서 상의 조간대 면적 변화는 갯벌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며, 해당지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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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경제적 활용 생물상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바지락 등 조간대 서식 패류의 생체량 변동은 갯벌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어민의 

어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조간대 면적 변화와 지역 어업 및 경제활동의 연관성 
분석 결과 제출 필요

· 7-2-2-220 조위 변화에 따른 조간대 면적과 기능의 변화 
- 조지 내 모든 지역에서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라, 침수시간이 증가(노출시간 평균 

6.73 시간 감소. 노출시간은 현재상태보다 47.6%가 감소. 일 평균 노출시간은 A측
선에서 9.4시간, B측선에서 9.0시간 감소함.), 조위는 조지내측 고조위는 최대 96cm
하강(대조기), 저조위는 최대 347cm상승하는 등 조간대 갯벌 전체차원에서 교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측 
※ 갯벌은 조위 변화로만 나타나는 단순 지형이 아님. 노출/침수 시간 또한 갯벌생

태계를 조절하는 요인
- 또한 (해양물리_침퇴적 등) 예측에서 2년차 이상~5년차에 이르기까지 죽펄화 진행을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 내만의 죽펄 발생 가능성으로 과소 추정하고 있으며, 대책은 
하상유지공 등에 제한되어 있음

- 반면 조간대 갯벌의 펄질화에 의한 수산자원의 경제적 소득 하락 등 지역권 영향 
분석 및 대책은 부재함. 또한 펄질화에 의한 부유사 증가와 외해역의 부영양화 확산 
등 수질악화에 대한 예측 부재

- 가로림만 방조제 축조 이후 해류 변화에 의한 외해 침식/퇴적 결과 및 인근지역 침
식/퇴적 영향 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조사 및 검증 필요(새만금-곰소만 사례 참조)

의 7-2-3 유속감소, 정체수역 증가, 부유사 증가, 적조 가능성
- 방조제 축조 이후 가로림만 내측의 하계 Chl-a 증가 및 수질악화 예상되며

(7-2-3-394. 조력발전소 운영 시에 전반적으로 Chl-a는 증가, DO는 감소, COD는 
증가 경향이 나타나며, 영양염류는 계절별로 상이하지만 Chl-a의 증가에 따라 소폭 
감소)

- 상기 예측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속감소와 정체수역 증감 및 부유사 증가에 의한 영
향 분석, 유속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할 때 발생하는 적조 가능성 및 대책 부재

의 7-2-3 저니층 영향 검토 필요
- 4대강 사업에서 금강 및 낙동강 수질 문제가 논란이 되었듯이, 수질 예측에 있어 표

층, 저층 뿐 아니라 저니층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용출되어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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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집단 폐사를 초래 하는 등 오염부하량에 미칠 가능성을 감안하여 건설 전, 후
의 수질 예측모델에 저니층 부분 반영하는 재검토 필요

- 수질 예측에 있어 수질악화가 예상된다는 예측결과에도 불구하고 대책 방안 부
재. 방조제 축조 이후 장단기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필요

 7-2-3-304. 오탁방지막 효율성 50% 예측은 근거 부족
- 해양에 설치되는 오탁방지막 효율성을 50%로 예측한 것은 근거 부재. 오탁방지막은 

유속에 따라 저감 효율이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이 현실
-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는 ‘해수유동 및 부유사 확산의 예측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 20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의 기반인 
‘부유토사 발생량 평가 및 오탁방지막 효율에 관한 연구용역(2002.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평균유속 20cm/sec 일 때 오탁방지막의 효율은 20~30%이며 평균유속이 그 
이상이 되면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제시

- 사업 예정지의 유속(7-2-2-116)과 관련하여, 표층 최강유속(평균)은 가로림만 입구
에서 주진입수로인 동수로(수문부)에서 229cm/s, 서수로(수차부)에서 167cm/s, 중
앙수로(중앙조력댐부)에서 160cm/s로 수문부에서 최대치를 나타내며, 조지 내측 중
앙부 서수로에서는 130cm/s 이상, 동수로에서는 100cm/s 이상의 분포를 보임

- 실질적으로 오탁 방지막에 의한 부유사 확산 차단은 난망한 상황으로 대책부재

의 7-4. 육수동물상 조사 누락 
- 가로림만 유입 하천이 본 사업에 의한 조위차 변화와 수위 변화에 의한 영향을 받

을 수밖에 없음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육수동물상(담수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
물, 부착조류, 동‧식물플랑크톤)의 조사항목이 누락

의 7-4-2-627 갯벌 생물 생체량 변화와 생물다양성 변화 
- 환경영향평가서는 생태계 모델링(7-4-2-627)을 예측 결과를 통해, 사업 이후 갯벌 

생물다양성의 17% 감소, 갯벌 생물 생체량 평균 26% 감소 등을 예상하면서도, 바
지락 생산량 일부 증가 혹은 변화 미비, 어류 산란장 역할 동일 수행 등을 주장

- 그러나 이는 시화호 및 새만금 등 국내 간척사업 이후 환경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결
과(패류 집단 폐사, 패류 서식지 이동, 상괭이 집단 폐사 등)와 상이한 주장이며, 특
히 발전소 운영 시 갯벌바지락 서식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
며, 과학적 근거가 없음. 

- 국내 서해안 일대의 바지락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집단 폐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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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해수 순환 및 조간대 변화를 동반한 조지 내 바지락 양식이 가능한지 의문
- 바지락 생산에 대해서는 정점별 조사 이외에, 어촌계 등의 양식을 통한 실재 채

취량 등 데이터에 기반 한 조사 수행 필요

의 7-4-2-693 등 / 서해연안의 산란장으로서의 가로림만 역할 과소 추정
- 가로림만 입구역의 사주 및 조간대의 산란장 역할 및 중요성을 간과하였고 영향

예측의 범위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7-4-2-717) ‘가로림만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위치한 유일한 산란장은 아니며, 갯벌

지역의 일부 감소에 따른 산란장 면적 감소는 불가피하나, 조력발전소 운영시 지속
적으로 해수유통이 있으므로 산란장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수행’ 등의 기술은 
환경영향평서에 적합하지 않은 주관적 판단이며, 

- 새만금 및 시화호 등 연안습지 간척사업 이후 어족자원의 감소 결과와 배치되는 서
술이며, 조력댐에 의한 서해안권역 생물서식환경 영향을 간과하고 있으며, 가로
림만의 해양어류 등 생물 산란장의 기능을 배제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
며, 전체적으로 수산업 기능과 가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의 7-4-2-747. 주관적이거나 비과학적인 예측
- 해양동식물상 관련 생태계모델링의 예측결과는 조력발전소 공사 중이나 운영시 

생물다양성과 갯벌생물생체량을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
- 또한 점박이물범에 대한 생태파악 부재 상태에서 대체서식지로 이동 주장은 비과학

적인 추정이며, 대방이섬 등 대체서식지 및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등은 근본적 대책
이 아님

- 점박이물범이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 시 수차부 및 수문부 등을 통하여 내-외부 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과학적 주장임

- 바지락 서식조건 변화와 펄질화에 따른 쏙 번식으로 바지락 절멸 가능(충청남도 서
천 등지에서 모래갯벌의 펄질화에 따른 쏙 번식으로 바지락 양식장 폐쇄 사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