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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다양한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해수담수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배

출되는 농축수에 대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찰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고염분 농축수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배출 규제를 고찰하였다. 국내에서는 독성평가 중심의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유생, 녹조구멍갈파래가 고염농축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

측되었다. 또한 넙치 치사율이 염분 증가에 따라 선형관계를 보였으며 송사리는 60 psu 이상의 농도에서

100% 사망하였다. 국외에서는 독성평가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사례도 있었으며 이들 사례를 저서생물군

집, 연체동물, 극피동물, 어류, 해조·해초류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농축수가 배출되는 인근

지역에서는 종풍부도가 저하되었으며 고염분의 농축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동성이 강한 성어의 경우는 염분에 노출되면 회피하고 염분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해양생물들은 고염

분의 해수환경에도 생존하였다. 농축수에 대한 규제기준은 염분 한계와 배출구에서의 거리로 표현되는 준

수지점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국가별, 해수담수화 시설별로 규제기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최근의 경향은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california water boards에서는 일일 최대 염분농도가 배출구 주변

100 m 이내에서 주변 염분농도보다 2 psu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개정을 실시하였다.

주요어 : 해수담수화, 농축수, 고염분, 해양환경영향

Abstract : The need for seawater desalination is increasing in terms of securing various water

resources, but few studies are available a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of hypersaline concentrated

water (brine) discharged from desalination plants. Domestic studies are concentrated mainly on

toxicity evaluation that phytoplankton, zooplankton larvae and green algae (Ulva pertusa) are

negatively affected by concentrated water. The mortality of Paralichthys olivaceus showed a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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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구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물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질오염의 확산, 기후변화로 인

한 강수량의 편중현상 등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홍수기에 집중

되는 강우패턴과 지형적 특성으로 갈수기에 이용 가

능한 용수가 부족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빈도

및 강도의 증가가 예상되어 산간, 도서, 해안지역의

물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2015년에는

1973년이래로 최저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특히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은 역대 최저 강우량을 보였다.

충남서부권의 용수공급을 하는 보령댐은 최저 저수

율을 기록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실

시하였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도서

및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장 및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 해수담수화는 건설 공사기간

이 짧아 조기에 수자원 확보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담수생산 단가 감소 등 미래 물 산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Lee 2016). 정부에서도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안보 확보를 위한 대체 수자

원 산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수담수화를 전략적으

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MOLIT 2016).

해수담수화는 자연의 담수 생태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고품질 용수를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인

간 건강,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하고 있다

(Dawoud & Al Mulla 2012). 담수화 방식으로는 증

발법과 막투과법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으며 생성물

은 담수, 농축수(Brine), 온실가스로 구분할 수 있다.

농축수는 담수화로 인하여 생산된 잉여의 염분을 포

함하고 있어 해수보다 높은 염분농도를 가지며 일반

적으로 해양에 배출되어 해양환경 변화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규모 해수담수화시설에서 방

류되는 농축수의 양이 적어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의

식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 플랜트 용량과 효율성이

점차 증가하여 앞으로는 농축수 문제가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보급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Kim 2016).

기존에 해양으로 배출되는 온·냉배수에 대한 거동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고농도의 염분을 포함한 배출수의 연구는 거

의 전무한 상태이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냉배수

는 인근 해역의 염분도와 유사하여 염분 변화로 인한

영향보다는 수온 변화에 따른 해양환경적 영향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Maeng et al. 2013; Kwon et al.

2017). 그러나 해수담수화에서 배출되는 고농도 농

축수는 생물의 고유 삼투압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

히 고착생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축수 배출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여러 문헌을 조사·분석하여,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발생한 농축수의 문제점를 파

악하였다. 특히 고염의 농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

양생태학적 영향을 정리하고 이러한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항목을 고찰하고자 한다.

18 환경영향평가 제27권 제1호

relationship with increasing salinity, and Oryzias latipes died 100% at concentrations above 60 psu.

Foreign studies included monitoring cases as well as toxicity evaluations. The number of species

decreased around the area where the concentrated water discharged. The hypersaline concentrated

water affects the pelagic and benthic organisms. However, the fishes escaped when exposed to

salinity, and the pelagic and benthic organisms resistant to salinity survived the hypersaline

environment. The salinity limit and distance from the outlet was presented as the regulatory

standard for bine discharge. There were differences in regulatory standards among country and

seawater desalination plants, and these regulatory standards have been strengthened recently. In

particular, California Water Boards were revised to ensure that the maximum daily salinity

concentration does not exceed 2 psu above the ambient salinity level within 100 m of the outlet.

Keywords : Seawater Desalination, Brine, Hypersalinity, Marine Environment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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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농축수의 특징 및 영향

1. 해수담수화 시설에 따른 농축수의 특징

농축수는 해수담수화 기술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

인다(Table 1). 주요 기술방식으로는 역삼투법

(Reverse Osmosis, RO)과 다단증발법(Multi-stage

Flush, MSF)이 있으며 고염분 농축수를 배출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다단증발법은 열을 가하여 증발

을 유도함에 따라 고온의 농축수가 배출되는데 주변

수온보다 5-15℃ 높고 약 50 psu의 염분을 갖는 농

축수를 배출하는 반면, 역삼투법의 플랜트로부터 발

생되는 농축수의 수온은 주변 수온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지만 염분의 경우 최대 65-80 psu로 다단증발

법보다 더 높은 염분을 가진 농축수를 발생시킨다.

RO 시설에서 배출된 농축수는 별도의 디퓨저 시스템

으로 배출되지 않는 한 저층으로 가라앉아 해저에 확

산된다. 따라서 해조류 및 해초류, 저서생물 군집들

은 높은 염분농도의 배출수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반면 MSF 시설에서 배출된 농축수는 고온·고염으로

써 배출되는 지역의 밀도현황, 배출방식에 따라 확산

현상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농축수의 높은 염분농

도는 염분으로 인한 영향 이외에 용존산소에도 영향

을 미친다. 염분의 증가는 포화 용존산소 농도의 감

소를 야기하기 때문에, 농축수의 배출은 해수의 용존

산소 농도를 감소시켜 해양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Lattemann & Höpner 2008). 이

러한 영향은 개방된 지역보다는 폐쇄된 지역에서 영

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Lattemann et al. 2010).

농축수 처리방법으로는 해양 및 하구로 배출, 증발

연못, 압력대수층 주입, Zero Liquid Discharge

(ZLD, 염의 처리 및 재사용을 위해 농축수의 물만을

증발시킴) system 등이 있다(Cooley et al. 2006;

NRC 2008; Cooley et al. 2013). 이들 처리방법은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증발연못은 대규모 토지가 필

요하여 개발된 도시지역에서는 비경제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많은 해수담수화 시설이 위

치하고 있지만 높은 토지 가치로 인해 증발연못과 같

은 처리 방식은 당국에서도 권장하지 않고 있다. 압

력대수층 처리방식은 지하수 대수층에 농축수를 주

입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처리비용이

비싸고, 철저한 사전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 및 하구로의 배출방식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발전소의 방류수 또는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와 혼합하여 배출되는 사례도 있다. 해양으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에는 관을 이용하여 해안에서 떨어진

근해에 배출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미국의 경우

담수화 시설의 48%가 해양 배출방식을 이용하여 농

축수를 처리하고 있다(Höpner & Lattemann 2003).

농축수가 배출되면 수괴의 염분 농도차가 발생하며

해양생태계, 염분에 민감한 늪지대, 주변 어장에 환

경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

축수 배출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그

로 인한 환경적 피해 사례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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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luent properties of RO and MSF seawater desalination plants (Lattemann & Höpner 2008)

Physical parameters Reverse Osmosis (RO) Multi-stage Flash (MSF)
Salinity (S) Up to 65-85 psu About 50 psu

Temperature (T) Ambient seawater temperature +5 to 15°C above ambient

Plume density (r) Negatively buoyant

Positively, neutrally or negatively buoyant
depending on the process, mixing with cooling
water from co-located power plants and ambient
density stratification.

Dissolved oxygen (DO)

If well intakes used: typically below ambient
seawater DO because of the low DO content of the
source water.
If open intakes used: approximately the same as the
ambient seawater DO concentration.

Could be below ambient seawater salinity because
of physical deaeration and use of oxygen scave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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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축수로 인한 일반적인 환경적 영향

농축수는 담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질로

생산수의 염분을 포함하여 일반 해수보다 1.5-2.5배

이상 높은 염분 농도를 가진다(Wetterau 2011). 해수

담수화 시설 가동 후 염분에 의한 주변의 오염상태가

증가한 사례도 조사되고 있다(Höpner & Windelberg

1997; Höpner 1999; Miri & Chouikhi 2005;

Yoon & Park 2011). 원수취수 및 사후처리 과정에

서 생물성장 방지, 부유물질의 응집 및 제거, 스케일

링 및 부식 방지, 멤브레인 세정을 위해 여러 화학물

질들이 첨가되고, 이들을 포함한 농축수가 배출되어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Palomar & Losada

2011; Naser 2013). 농축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

향범위는 시설의 용량, 농축수 배출량, 배출 디퓨저

의 설계, 수리학적 환경 등에 수 십 m에서 수 천 m

까지 달라진다.

고염의 농축수는 해양생태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

치고 해수의 화학적 오염, 해저의 무산소화, 탁도 변

화로 인해 수질에 영향을 준다(Palomar & Losada

2011). 높은 염분 농도로 인한 삼투압 조절 능력의 저

하는 해양 플랑크톤과 해수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하

여 일차생산성을 비롯한 해양의 전체 생산성에 부정

적으로 작용한다. 어류 군집은 유형능력이 있어 농축

수 배출에 대해 회피할 수 있지만 유형능력이 부족한

유충과 어린개체의 경우 멸종할 수 있다(Einav &

Lokiec 2003; Palomar & Losada 2011). 또한 빠른

속도로 농축수가 배출되면 환경적 변화를 야기하여

포식자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뿐더러 주변 해양

환경의 수력학적(hydrodynamics) 조건을 변화시켜

민감한 어종 또는 작은 개체들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고염수가 배출되는 환경에 서식하는

종의 민감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배출수 지역 주

변으로 혐염성 생물 종이 서식하고 있다면 이들은 엄

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호와 같이 환경변

화에 민감한 종이 서식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축수의 배출은 주변의 탁도

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탁도의 증가는 해저에 도달하

는 빛을 감소시켜 해초류와 해초류의 광합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농축수 배출로 인한 표층

과 저층 사이의 성층화 형성은 영양염 공급을 감소시

켜 생물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름철

강한 성층의 형성은 저층의 빈산소 또는 무산소층을

조성하여 저층 수생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alomar & Losada 2011).

염분과 수온은 일반적으로 생물이 선호하는 환경

조건을 제공하여 해양생물 종의 분포를 조절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해양생물은 생존에 최적화

된 환경조건으로부터 약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생

존이 가능하며, 일시적으로 극심한 환경에 내성을 가

질 수 있다. 하지만 생존에 불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높은 농도를 갖는 농축

수의 지속적인 배출은 해양생물에게 치명적이며, 그

로 인해 배출구 주변의 생물종 조성과 풍부도를 변화

시킬 수 있다. 해양생물은 새로운 환경 조건에 적응

하거나 소멸될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

한 생물은 배출구 지역 주변에서도 높은 생물량을 보

일 수도 있다(Dawoud & Al Mulla 2012).

III. 농축수의 생태학적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전 세계적으로 농축수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험성

을 규명하기 위해 모니터링, 실험실 및 현장실험 등

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은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배출된 농축수가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여러 메커니즘을 간접적으로 밝혀졌지만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는 시설 운영의 오랜 역사

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용한 국

내·외 사례를 취합한 후 고염의 농축수 배출에 따른

생태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 사례를 국내사례와 해외

사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국내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염분과 생물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상업적으로 유용한 종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염분 범위(0-40 psu)에 노출되었을 때 발

생하는 생물의 행동 또는 생리적 반응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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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다. 특히 해수담수화의 부산물인 40 psu이

상의 고염의 농축수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해수담수화 플랜트사업단에서는 「용도별 생산수의

수처리기술 및 농축수 위해성 평가(포항산업과학연

구원)」 과제를 통해 시설운영시 농축수 배출에 의한

영향을 조사하였다(Busan 2010; POSCO 2012). 수

중 배출된 고염수가 부유생태계(식물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저서생태계(해조류), 어류(넙치) 등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독성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 실험조건은 30-80 psu의 농도에 72시간

을 노출시켜 생물의 생리-생태학적 변화를 조사하

였다. 식물플랑크톤 Tetraselmis suecica는 55 psu이

상의 농도에서 성장 저해가 나타났다. 동물플랑크톤

유생 Tigriopus japonicus와 Brachionus plicatilis는

각각 40 psu와 55 psu 이상의 염분농도에서 독성반

응을 보였고, 이들 농도를 최소영향 농도로 제안하

였다. 성체 T. japonicus는 50-60 psu 구간에서 고

염분에 대한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60 psu 이

상의 농도에서 개체의 80%가 사망하였으며 생물의

반수치사농도(LC50)와 최저영향농도(LOEC)를 각각

63.6 psu와 40.0 psu로 제안하였다. 녹조구멍갈파

래(Ulva pertusa)의 포자형성은 60 psu 이하 농도에

서 50% 이하로 감소하여 고염 농축수에 대한 생식 저

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저영향농도와 무영향농

도(NOEC)는 각각 45 psu와 40 psu로 40.0 psu 이

하의 농도에서는 포자형성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치사율의

변화는 염분 증가에 따라 뚜렷한 선형관계를 보였다.

40.0 psu 이상에서 독성이 나타났고, 최저영향농도

는 45 psu로 제시하였다. 실험결과는 생물마다 차이

를 보이지만 40-55 psu 사이의 농도에서 뚜렷한 독

성반응이 관찰되었다.

Yoon and Park (2011)는 해수담수화 시설로부터

생성되는 고염의 농축수에 송사리(Oryzias latipes)

를 노출시켜 어류의 급성독성평가 및 행동패턴의 변

화를 관찰하였다. 송사리의 생태독성평가 결과에 따

르면 40-50 psu에서 사망률은 30% 이하였으며, 60

psu 이상의 농도에서 100% 사망하였다. 7일 동안 고

염 해수에 노출시킨 송사리의 반수치사농도(LC50)은

51.4 psu로 산출되었으며, 50 psu 이하의 고염해수

에 대한 생물독성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해수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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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ecological and toxicological effects of brines in domestic marine environment

Matrix/Species Condition Effects Source
Phytoplankton

(Tetraselmis suecica)
30-75 psu,

72 hour The mortality was observed from > 55 psu exposure. Busan (2010)
POSCO (2012)

Zooplankton
(Tigriopus japonicus)

30-80 psu,
72 hour

At 40-50 psu, the mortality rate was less than 50%.
LC50 : 63.3 psu,

LOEC : 40.0 psu

Busan (2010)
POSCO (2012)

Zooplankton larva
(Tigriopus japonicus)

30-80 psu,
72 hour

Toxicity was observed above 40 psu for 48 hours.
EC50 : 37.1 psu

Busan (2010)
POSCO (2012)

Zooplankton larva
(Brachionus plicatilis)

30-80 psu,
72 hour

Toxicity was observed above 55 psu within 48 hours.
EC50 : 68.1 psu

Busan (2010)
POSCO (2012)

Algae
(Ulva pertusa)

30-75 psu,
72 hour

EC50 : 53.3 psu
LOEC : 45.0 psu
NOEC : 40.0 psu

Busan (2010)
POSCO (2012)

Fish
(Paralichthys olivaceus)

30-60 psu,
72 hour

LC50 : 48.6 psu
LOEC : 45.0 psu

Busan (2010)
POSCO (2012)

Fish
(Oryzias latipes)

30-80 psu,
7 day

LC50 : 51.4 psu
LOEC : 50.0 psu
NOEC : 40.0 psu

Yoon & Park (2011)

LC50: Lethal Concentration 50%, EC50: Half maximal Effective Concentration,
LOEC: Lowest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NOEC: No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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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성되는 고염 농축수의 농도를 50 psu 이하로 배

출되도록 제안하였다.

2. 해외사례

1) 저서생물군집

담수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농축수는 일반 해수보

다 농도가 높아 해양으로 배출되면 저층으로 가라앉

아 천천히 확산되며, 배출구에서 떨어진 먼 지역까

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서생물은 부착성 또는 정

착성, 느린 이동성을 가지는 생물이 대부분이다.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해 환경적 변화를 감지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유영생물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Bilyard 1987).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준공한

후 저서 군집에 대한 영향이 발견되었다(Ruso et al.

2007; 2008). 농축수 배출구 주변 염분은 39 psu이

상으로 관측되었으며, 배출구로부터 멀어질수록 염

분은 낮아졌다.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다모류에서 선

충류로 우점종이 변화하고, 다모류는 배출구에서

400m 떨어진 곳까지 풍부도와 다양성이 감소하였다

(Table 3). Riera et al. (2011)는 카나리아 제도 조하

대에서 연성기질 미소동물상의 풍부도와 군집구조의

영향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생물(선충류, 갑각류)의

풍부도가 농축수 배출구와의 근접성에 따라 변화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농축수 배출구 주변(45 psu)으

로 낮은 풍부도(64.55개체/10 cm2)가 관측되었고, 배

출구에서 30 m 이격된 지점(36 psu)에서는 361.88

개체/10 cm2로 높은 풍부도가 관측되었다. 일부 연

구에서는 농축수로 인한 뚜렷한 영향이 관측되지 않

은 사례도 있었다. 스페인 브라네스 담수화 시설의 배

출구로부터 10 m 이내에서 염분은 주변 환경과 큰 차

이가 없었으며, 어류, 극피동물, 연체동물, 다모류, 십

각류 등 생물에 대한 염분의 영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해수의 혼합작용이 활발한 환경에서 농축수가

빠르게 희석된 결과로 유출할 수 있다(Raventós et

al. 2006).

2) 연체동물

Dupavillon & Gillanders (2009)는 오징어 배아

(Sepia apama)가 42 psu와 45 psu에 노출되었을 때

크기와 무게 감소 및 성장률과 부화율 감소를 확인하

였다. 생존한 개체는 자극에 대해 느린 반응을 보였

으며, 먹물 방어 능력의 감소 등 비이상적인 행동이

관측되었다(Table 4). Mandelli (1975)는 45-55 psu

농도에 60일간 노출된 굴(Crassostrea virginica)의

생존율 감소와 번식 저해를 확인하였다. Iso et al.

(1994)는 Tapes philippinarum(바지락)를 31-100

psu에 0.5-72시간을 노출시켜 농축수 영향을 평가

하였다. 50 psu 조건에서 영향은 관측되지 않았으며,

60-70 psu 농도에 24시간 노출된 이후 움직임이 느

려졌으며, 60 psu 농도에 48시간 노출된 후 사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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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cological and toxicological effects of brines on benthos

Matrix/Species Location/Condition Effects Source

Sediment infauna Alicante, Spain
Salinity range from the desalination plant outlet were 39-

37.9 psu. The environment around the outlet changed from
the polychaete to the nematodes dominated environment. 

Ruso et al. (2007)

Sediment infauna Alicante, Spain The abundance and diversity of polychaete was decreased
in the environment within 400m from the outlet. Ruso et al. (2008)

Meiofauna Grand Canaria,
Canary Islands

The abundance of nematodes and crustaceans were
decreased near the outlet and increased with distance 

from the outlet.
Particle size also is impact factor.

Riera et al. (2011)

Meiofauna Blanes, Spain

The salinity concentration within 10m from the outlet was
similar to the ambient environment.

No effects on organisms such as fish, echinoderms,
mollusks, polychaetes, and copepods were observed.

Raventó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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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피동물

Fernández-Torquemada et al. (2005)는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극피동물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고염

농축수가 배출된 후 저층의 염분은 38.5 psu로 표층

(37.5-38.0 psu)보다 약간 높았고, 일정기간이 경과

한 후 배출구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은 거의 사라졌다

(Table 5). Chesher (1971)는 플로리다 Key West에

서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농축수가 배출되는

주변 지역에서 극피동물을 비롯하여 플랑크톤, 해초

류의 풍부도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독성실험에서는

8.5% 염수에 96시간 노출된 성게류(Paracentrotus

lividus)는 50%의 사망률을 보였다. Sánchez-Lizaso

et al. (2008)는 성게류(Paracentrotus lividus)와 갑

각류(Leptomysis posidoniae)를 23-57 psu 염분

농도에 15일 동안 노출시켰고, 두 생물 모두 40-45

psu 염분 농도에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4) 어류

Iso et al. (1994)는 참돔(Pagrus major) 치어와

가자미(Pleuronectes yokohamae)의 어란과 유생을

31-100 psu의 염수에 각각 0.5-72시간과 0.5-144

시간 노출시켰다. 참돔 치어는 50 psu보다 낮은 염

수에서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50 psu에 24시

간 노출되었을 때 사망하는 개체가 발생하였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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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ecological and toxicological effects of brines on mollusks

Matrix/Species Location/Condition Effects Source

Squid embryos
(Sepia apama)

Lab exposure
(39-55 psu, 99 day)

The size and weight was reduced after exposure to 42 psu.
Growth rate and egg hatching decreased and survivors showed
reduced ink-jet defense after exposure to 45 psu. Total mortality

was observed at salinities greater than 50 psu.

Dupavillon &
Gillanders 

(2009)

Oyster
(Crassostrea virginica)

Lab exposure
(45-55 psu, 60 day)

The survival rate and reproduction was reduced after exposure to
45-55 psu for 60 days (Brines contained high Cu concentrations)

Mandelli
(1975)

Clams
(Tapes philippinarum)

Lab exposure
(31-100 psu, 
0.5-72 hour)

No effect was observed at 50 psu.
Sluggish behavior was observed after 24 hours at 60-70 psu.
Mortality was observed after exposure to 60 psu for 48 hours.

Iso et al. 
(1994)

Table 5.  The ecological and toxicological effects of brines on echinoderms

Matrix/Species Location/Condition Effects Source

Echinoderms Alicante, Spain

The salinity range in surface and bottom layer around
desalination plant outlet were 37.5-38.0 psu and 38.5 psu,

respectively.
The presence of the individuals were not observed in the area

Fernández-
Torquemada 

et al.
(2005)

Echinoderms Key West, Florida
Echinoderms were the most sensitive./When exposed to low
concentration of brine (1.5%), they died within 2-3 days. In
addition, the abundance of plankton and seagrass decreased.

Chesher
(1971)

Sea urchin
(Paracentrotus lividus) 

Lab exposure
(8.5%, 96 hour) The mortality rate was 50%. Chesher

(1971)

Sea urchin
(Paracentrotus lividus), 

Mysid
(Leptomysis posidoniae)

Lab exposure
(23-57 psu, 15 day)

The mortality rates increased from 40.5-41 psu or more. At
the same salinity, survival decreased with increasing water

tempperature.

Sánchez-Lizaso
et al. 

(2008)

Sea urchin
(Paracentrotus lividus), 

Sea cucumber
(Holothuria spp.)

Blanes, Spain There were few sea urchin and sea cucumber in the area
affected by the brine.

Gacia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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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에서는 노출 1시간 이내 사망하였다. 가자미의 어

란은 60 psu에 노출되었을 때 부화가 지연되었으며,

70 psu 이상의 염분에서는 부화가 억제되었다(Table

6). 유생은 55 psu에 144시간 노출되었을 때 사망하

는 개체가 나타났다. 성어의 경우 실험에 이용된 대

조구 이상의 염분에 노출되면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Pillard et al. (1999)는 양두모치(Cyprinodon

variegatus)와 Menidia beryllina를 0-100 psu의

염분농도에 48시간 노출시켰을 때의 생존율을 파악

하기 위한 독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저염분 환경의

독성실험도 함께 수행하였다. C. variegatus는 0.22

psu와 69.6 psu의 농도에서 48시간 노출되었을 때

개체의 50%가 사망하였다. 62 psu이하의 농도에서

는 사망한 개체가 관측되지 않았으며, 80 psu 이상 농

도에서는 개체의 100%가 사망하였다. M. beryllina

는 내륙종으로 염분에 대한 반응이 다양했다. 50 psu

의 농도에 48시간 노출된 후에도 100% 개체가 생존

한 실험 챔버가 있는 반면 31 psu의 농도에서 40%의

사망률이 관측된 챔버도 존재하였다.

5) 해조·해초류

농축수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은 대부분 해조·

해초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조·해초류는 생태학

적 중요 생물로 번식 및 성장 공간 제공, 산소 및 유

기물 생성, 이산화탄소 소비, 해안 보호 등 다양한 생

태학적 기능을 가지며 환경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스페인 포르멘테 지역의 담수화 시설 배출구 주변

에서 Posidonia oceania의 탄수화물 저장 능력감소,

잎괴사율 증가 등이 확인되었다(Gacia et al. 2007,

Table 7). 플로리다 Key West에서는 2%의 희석 농

축수에 24시간 노출된 후 광합성률이 50%로 감소하

였다(Chesher 1971).

Western Australia에 서식하는 Posidonia oceania

는 50-65 psu 농도 노출된 후 사망률이 증가하였다

(Walker & McComb 1990). Sánchez-Lizaso et al.

(2008)는 23-57 psu 농도 조건으로 15일 동안 독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39.1 psu 이상의 염분에서 활동

성 감소와 사망률 증가가 확인되었고 45 psu에서

50%정도 사망하였다. 추가적으로 3개월 동안 현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1-2 psu의 염분 증가에도 해초

류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생존 해초류의 싹과 잎의 풍

부도가 감소하였다. Latorre(2005)는 독성실험을 통

해 Posidonia oceania의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40 psu

이상의 염분에 노출된 후 성장률은 감소하였고, 43

psu 농도에 15일 동안 노출된 후 50%가 사망하였다.

Cambridege et al.(2016)은 Posidonia australis를

37-54 psu 농도 범위에 6주 동안 노출시켜 영향을

조사한 결과, 높은 염분(45 psu와 54 psu) 환경에서

뿌리성장이 저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일부 해조·해초류는 염분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

으며 Cympodocea nodosa와 Zostera nolttii의 노

출실험결과에서는 잎의 성장이 각각 16-41 psu와 2-

41 psu의 넓은 농도 범위에서 나타났다(Fernández &

Sánchez 2006). Halodule uninervis, Haloph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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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cological and toxicological effects of brines on fishes

Matrix/Species Location/Condition Effects Source

Fish juveniles
(Pagrus major)

Lab exposure
(31-100 psu, 0.5-72 hour)

The mortality was observed at 50 psu for 24 hours 
and at 70 psu within 1 hour.

Iso et al. 
(1994)

Fish eggs/larvae
(Pleuronectes
yokohamae)

Lab exposure
(31-100 psu, 0.5-144 hour)

Egg hatchability was delayed at 60 psu 
and inhibited at 70 psu.

Larvae died from exposure to 55 psu for 144 hours.

Iso et al. 
(1994)

Fish
(Cyprinodon variegatus)

Lab exposure
(0-100 psu, 48 hour)

LC50: 69.6 psu
No mortality was observed with salinities up to 62 psu.

Above 80 psu, mortality was 100%.

Pillard et al. 
(1999)

Fish
(Menidia beryllina)

Lab exposure
(0-100 psu, 48 hour)

LC50: 44.0 psu
At 31 psu, 40% mortality was observed and increased 

with increasing salinity. 

Pillard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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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pulacea, Halophila ovalise는 아리비아 만의 대

표적인 종들로 55-62 psu에서 생존이 확인되었으며

(Basson et al. 1977; Delft Hydraulics 2007), 특히

여름철 염분이 최대 70 psu까지 증가하는 Salwa

Bay에서도 생존하였다(Naser 2014). 호주의 Shark

Bay에서 Halodule univervis는 48-62 psu 농도에

서 성장하였고(Masini et al. 2001), 미국 플로리다

에서 열대 해조류인 Halodule wrightii가 65 psu까

지 내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Koch et al. 2007).

IV. 농축수 배출에 대한 규제 현황

전 세계적으로 농축수 배출에 대한 규제, 기준, 지

침은 부족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농축수 배출에 대

박선영·서진성·김태윤 /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생성된 농축수의 환경적 영향    25

Table 7.  The ecological and toxicological effects of brines on seaweeds and seagrasses

Matrix/Species Location/ Condition Effects Source
Seagrass

(Posidonia oceania)
Blanes,
Spain

Around the outlet, the carbohydrate storage capacity and
growth rate decreased and leaf necrosis rate increased. Gacia et al. (2007)

Seagrass
(Cympodocea nodosa),

Seaweed
(Caluerpa prolifera)

Grand Canaria,
Canary Islands

The density was low around the outlet, 
but increased with distance from the outlet.

Talavera & Ruiz
(2001)

Seagrass
(Posidonia oceania)

Shark Bay,
Western Australia At 50-65 psu, aging and mortality rate were increased. Walker & McComb

(1990)
Seagrass

(Posidonia oceania) Lab exposure When exposed to 12% brine for 24 hours, 
the photosynthetic rate decreased by 50%. Chesher (1971)

Seagrass
(Posidonia oceania)

Lab exposure
(23-57 psu, 15 day)

A decrease in activity and a increase in mortality 
rate were observed at 39.1 psu.

At 45 psu, the 50% of individuals died.

Sánchez-Lizaso 
et al. (2008)

Seagrass
(Posidonia oceania) Fleid study

Exposures raised salinity from 37.7 psu to 38.4-39.25 psu 
in experimental plots and caused mortality, 

surviving plants had reduced shoot and leaf abundance.

Sánchez-Lizaso 
et al. (2008)

Seagrass
(Posidonia oceania)

Lab exposure
(23-57 psu, 15 day)

Growth of seagrass was decreased after exposure to 
salinities of 40 psu or more.

The mortality rate in seagrass exposed to 43 psu for 15 days
was 50% higher than control salinities of 38 psu.

Latorre (2005)

Seagrass
(Zostera nolttii)

Lab exposure
(2-72 psu, 10 day) Critical salinity concentration : 41 psu Fernández &

Sánchez (2006)
Seagrass

(Cympodocea nodosa)
Lab exposure

(2-72 psu, 10 day)
Critical salinity concentration : 41 psu

The mortality was 100% when exposed to 56 psu.
Fernández &

Sánchez (2006)

Seagrass
(Posidonia australis)

Lab exposure
(37-54 psu, 6 weeks)

The seagrass exposed to 46 psu for 6 weeks survived 67%
and signs of death appeared. In exposure to 54 psu for 
6 weeks, only 31% survived and all had salt demage.

Cambridege et al.
(2016)

Seagrass
(Halodule univervis)

Dawhat Zalum,
Bahrain Survival was observed at 62 psu. Basson et al. 

(1977)
Seagrass

(Halodule univervis,
Halophila stipulacea)

Al Qair lagoon, 
Saudi Arabia It was found at 55-59 psu. Delft Hydraulics

(2007)

Seagrass
(Halodule univervis)

Shark Bay, 
Australia Growth was observed in the range of 48-62 psu. Masini et al. 

(2001)
Seagrass

(Halodule wrightii) Florida, USA It was resistant to the salinity of 65 psu. Koch et al. 
(2007)

Mangrove
(Avicennia marina) Lab exposure Survival was observed at up to 175 psu.

Shalom-Gordon 
& Dubinsk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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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Table 8). 제시된 규정

들은 염분 한계(Salinity Limit)와 배출구에서의 거

리로 표현되는 준수지점(Compliance Point)으로 구

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염분 한계는 주변 환경과 비

교하여 1-4 psu 증가한 염분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준수지점은 보통 배출구에서 50-300m 범위의 거리

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Jenkins et al. 2012).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13.5-35 psu의 환경에서 영구적으로 식물

이 서식하고 지역에 대해 농축수 배출로 인한 염분

증가가 4 psu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City of Carlsbad and Poseidon Resources 2005).

California의 Carlsbad 시설에 대한 장기 염분 내성

및 독성실험은 해양생물 18종과 지표종 3종에 대해 수

행되었으며, 각각 36 psu(5개월)와 37-40 psu(19일)

에 노출시킨 결과 모두 정상적인 활동을 보였다. 배출

구에서 300 m 떨어진 거리의 저층 염분은 평균 34.4

psu, 최고 염분은 40.1 psu로 예측되어 Carlsbad에

서는 절대 염분농도가 40 psu를 넘기지 않기를 권고

하고 있다(California Regional Water Quality

Control Board 2006). Huntington Beach 해수담

수화 시설은 염분에 대한 수치적인 제한은 없다. 하

지만 담수화 시설의 일일 배출량과 농축수를 희석시

킬 수 있는 발전소 냉각수의 비율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희석비율은 약 1:7.5로 염분 배출농도를 40

psu로 제한하고 있다(Watereuse Association 2011).

California에서는 8개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신규 또

는 확장하려고 하고 있으며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2015년에 수정된 규제기준을 설정하였다. 새

로운 규제기준에 따르면 일일 최대 염분농도가 배출

구 주변 100 m 이내에서 주변 염분농도보다 2 psu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California Water Boards

2015). Western Australia는 염분 농도의 중앙값이

배경농도로부터 5%이내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2 psu의 범위이내에 해당한다. Perth 해수담수

화 시설은 농축수의 배출기준을 배출구로부터의 거

리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농축수 배출로 인한 염분

증가는 배출구로부터 50m 이내에는 배경농도의 1.2

psu 이내, 1,000 m 이내에는 배경농도의 0.8 psu 이

내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WEC 2002). Sydney 해

수담수화 시설은 호주 및 뉴질랜드의 담수 및 해양

수질 지침(ANZECC 2000)의 관련 지표를 사용하여

26 환경영향평가 제27권 제1호

Table 8.  Regulations and salinity limits for selected desalination brine discharges (adapted from Jenkins et al. 2012)

Region/Authority Salinity Limit Compliance Point
(relative to discharge) Source

US EPA Increment ≤ 4 psu City of Carlsbad and Poseidon
Resources (2005)

Carlsbad, CA Absolute ≤ 40 psu 1,000ft (304.8 m) California Regional Water
Quality Control Board (2006)

Huntington Beach, CA
Absolute ≤ 40 psu salinity
(expressed as discharge 
dilution ration of 7.5:1)

1,000ft (304.8 m) Watereuse Association (2011)

California EPA Increment ≤ 2 psu 328ft (100 m) California Water Boards (2015)
Western Australia guidelines Increment ≤ 5% Bleninger et al. (2010)

Oakajee Port, Western Australia Increment ≤ 1 psu Jenkins et al. (2012)
Per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EPA
Increment ≤ 1.2 psu at 50 m,

≤ 0.8 psu at 1,000m 50 m and 1,000 m WEC (2002)

Sydney, Australia Increment ≤ 1 psu 50-75 m ANZECC (2000)
Gold Coast, Australia Increment ≤ 2 psu 120 m GCD Alliance (2006)

Okinawa, Japan Increment ≤ 1 psu Mixing zone boundary Okinawa Bureau for
Enterprises (1997)

Abu Dhabi Increment ≤ 5% Mixing zone boundary Kastner (2009)
Oman Increment ≤ 2 psu 300 m Sultanate of Oma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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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제시하였다. 배출구로부터 50-75 m 범위의

구역은 근접 혼합구역(near-field mixing zone)으

로 설정하였고, 모델링 연구에서 이 구역의 염분농도

는 약 36 psu로 배경 해수염분농도(34-36 psu)에서

1 psu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Gold Coast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는 모델링을 통해 근접 혼합구

역이 폭이 약 120 m, 길이가 225 m가 될 것으로 예

측하였으며, 모델 계산에서 오류를 허용하기 때문에

혼합 구역의 경계에 있는 저층의 염분은 배경염분

(35.5 psu)과 비교하여 2 psu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

로 예상하였다(GCD Alliance 2006). 일본 오키나와

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배출된 농축수의 염분농도가

혼합구역에서 최대 38 psu, 해저면과 만나는 경계에

서 주변 농도와 비교하여 1 ps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다(Okinawa Bureau for Enterprises

1997). 이는 배경농도에서 약 2.6% 증가된 기준에 해

당한다. Abu Dhabi에서는 혼합구역의 가장자리의

염분농도는 배경농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다(Kastner 2009). Oman의 규정에 따

르면 해양환경으로 액체폐기물을 배출시 배출지점으

로부터 주변 300 m 이내에서는 주변 평균 염분농도

로부터 2 psu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Sultanate of Oman 2005) 하지만 반폐쇄된 해역

(걸프만, 지중해, 홍해 등)은 자연적인 증발이 농축수

의 염분농도를 초과하여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일부 해양 생물은 자연보다 약간 높은 염분농도에 내

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염분 한계를 규정함에 있

어서 지역조건, 고유종의 민감성, 계절에 따른 변화

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Bleninger et al. 2010). 농축

수의 확산 예측에 대한 연구는 모델링을 통해 수행되

고 있으나 염수 배출에 대한 현장 측정의 미수행과

농축수의 확산 범위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모델 검

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V. 결론 및 시사점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해수담수

화 시설이 부각되고 있으며 생산되는 용량도 크게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고염분의 농축수에 대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현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통

하여 고염분 농축수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배출 규

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농축수가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어

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독성실험을 수

행하였다. 식물플랑크톤 Tetraselmis suecica는 55

psu이상의 농도에서 성정저해가 나타났으며 동물플

랑크톤 유생 Tigriopus japonicus와 Brachionus

plicatilis는 각각 40 psu와 55 psu 이상의 염분농도

에서 독성반응을 보였다. 성체 T. japonicus는 50-

60 psu 구간에서 고염분에 대한 영향이 뚜렷하게 보

였으며 녹조구멍갈파래(Ulva pertusa)의 포자형성

은 고염 농축수에 대한 생식 저해가 나타났다. 그리

고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치사율의 변화는

염분 증가에 따라 뚜렷한 선형관계가 관찰되었으며

송사리의 생태독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40-50 psu에

서 사망률은 30% 이하였으며, 60 psu이상의 농도에

서 100% 사망하였다.

국외 사례는 저서생물군집, 연체동물, 극피동물,

어류, 해조·해초류로 구분하였다. 스페인 알리칸테

부근의 저서 군집에 대한 영향조사에 의하면 농축수

배출로 인하여 우점종이 변화하고, 다모류는 배출구

에서 400 m 떨어진 곳까지 풍부도와 다양성이 감소

하였다. 카나리아 제도의 연성기질 미소동물은 농축

수 배출구 주변으로 낮은 풍부도가 관측되었고, 배출

구에서 30 m 이격된 지점에서는 높은 풍부도가 관측

되었다. 연체동물인 오징어 배아(Sepia apama)가

42 psu와 45 psu에 노출되었을 때 크기와 무게 감소

및 성장률과 부화율 감소를 보였다. 45-55 psu 농도에

60일간 노출된 굴(Crassostrea virginica)의 생존율 감

소와 번식 저해도 확인하였다. Tapes philippinarum

(바지락)은 60 psu 농도에 48시간 노출된 후 사망하

였다. 극피동물의 분포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일정기

간이 경과한 후 배출구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은 거의

사라졌으며 플로리다 Key West에서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서 농축수가 배출되는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극

피동물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참돔 치어는 50 psu에

24시간 노출되었을 때 사망하는 개체가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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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미의 어란은 60 psu에 노출되었을 때 부화가 지

연되었다. 성어의 경우 실험에 이용된 대조구 이상의

염분에 노출되면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조·해

초류의 경우에는 고염수로 인하여 탄수화물 저장 능

력감소, 잎괴사율 증가, 광합성률의 감소, 뿌리성장

의 저해 등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해조·해초류는 염

분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고염분의 해수환경에

도 생존하였다.

농축수에 대한 규제기준은 염분 한계와 배출구에

서의 거리로 표현되는 준수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EPA는 농축수 배출로 인한 염분 증가가 4 psu

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California

water boards에서는 일일 최대 염분농도가 배출구

주변 100 m 이내에서 주변 염분농도보다 2 psu를 초

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호주 Perth 해

수담수화 시설에서는 농축수 배출로 인한 염분증가

는 배출구로부터 50 m 이내에는 배경농도의 1.2 psu

이내, 1,000 m 이내에는 배경농도의 0.8 psu 이내가

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배출된 농축수의 염분농도가 혼합구역에서 최

대 38 psu, 해저면과 만나는 경계에서 주변 농도와

비교하여 1 psu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Abu Dhabi에서는 혼합구역의 가장자리의 염분농도

는 배경농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한다.

국내·외 독성평가 및 모니터링 조사를 통하여 고염

분의 농축수가 환경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

었다. 하지만 배출되는 지역의 특성(고유종의 염분

내성, 해수교환율, 해수의 배경 염분농도 등)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상이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저감방안

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고유종의 염

분 민감도, 저서생물군집의 유무, 양식장 운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영향이 적은 지역에 농축

수가 배출되도록 다양한 입지 대안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축수의 염분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

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농축수의 염분농도는 발전소

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농축수를 혼합하여 염분농

도를 줄일 수 있으며 오·폐수처리수를 활용하는 방안

도 있다. 대부분의 해양생물은 고농도의 염분에 취약

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농축수가 빠르게 주변 해수와

혼합될 수 있도록 멀티 배출방식, 배출수 분사각도,

배출구 주변의 해수교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농축

수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염분의 배

출수를 자원화하는 기술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바

람직하다.

국내에서는 일부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실험만이

이루어져 실제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해수담수화시설이 증

가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운영 중인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장기간의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농축수 배출기준에

대해서는 국내기준이 없는 시점에서 해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는 서해, 남해, 동해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해역별 특

성을 고려한 배출기준의 설정도 검토될 수 있다. 아

직까지 농축수에 대한 영향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

로 영향범위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행

해지는 단기간 수치모형실험보다는 지속적으로 배출

되는 농축수의 누적영향 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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