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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다변화를 위한 해수담수화 기술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물의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이 심

화되고 있으며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OECD에서 발간한 “2020년의 세계－글로벌 시대의 

개막”이라는 보고서에서는 2025년에는 52개 국의 

약 30억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

다. 또한 기후변화 인한 강수량의 불균형과 편중현

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기존의 대규모 중앙공급 방

식의 상수도 시스템은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에 취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위험요인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수자원

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지속가능성을 고려

한 수원의 다변화 및 탄력적인 물 공급 체계의 구축

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 수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수원을 활

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수자원의 개발이 지속적

으로 검토·추진되고 있다. 대체수자원은 기존의 

댐, 지하수 등 일반적인 수자원 이외의 수원을 새로

운 개념의 취수 방식으로 확보된 수자원이며, 해수

담수화, 빗물이용, 물 재이용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특히 이 중에서 해수담수화 기술은 지표수나 지하수

가 부족한 지역에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대체수자원 활용기술이다. 해수담수화는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해수를 처리하여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및 기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염분을 

제거하여 담수를 얻는 방법이다. 본격적인 해수담

수화 시설은 1960년 중동의 쿠웨이트에 설치한 하

루 4,000㎥의 증발법 방식의 플랜트이었으며, 이후 

다단증발법 (Multi-stage flash), 다중효용증발법 

(Multi-effect distillation), 역삼투막법 (Reverse 

osmosis), 전기투석법 등 다양한 해수담수화 기술

들이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

은 국가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실

용화 기술이며,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즉 상용

화를 통한 가치창출이 가능한 대표적 기술로 인식되

어 왔다. 이는 과거에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의 주

요시장이 물 부족 지역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의 확산에 따라 해수담수화 기술의 수

요처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심

각한 가뭄을 겪은 후 해수담수화 기술의 국내적용에 

많은 관심으로 보이고 있다. 

이 상 호 ●●●

국민대학교	부교수
sanghlee@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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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해수담수화 기술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현재 기술현황과 기술수준에 대하

여 분석하고,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국내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원 다변화

의 수단으로서 해수담수화 기술의 적용방안에 대하

여 논의하고자 한다. 

2. 해수담수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약 13억 8,500만㎦

로 추정되며, 이 수자원 중 해수가 9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인 담수자원은 빙산, 빙하, 지표수, 

지하수, 대기 등에 분포하고 있다. 현재 인류가 사용

할 수 있는 담수자원은 6만 5천㎦에 불과하므로 지

구상 수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수의 담수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는 미래 물 산업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다. 

해수담수화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의 물 순

환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해수면에서 증

발한 수증기가 상승 대류권 상층부의 저온 분위기 중

에서 응축하여 구름이 되고 다시 비의 형태로 지표 

또는 해수면에 떨어지는 현상은 자연적인 해수담수

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위적인 해수담수화 기

술은 이러한 자연현상을 공학적으로 응용한 것이다. 

해수담수화는 기존 수자원 (지표수 혹은 지하수)

을 활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1) 계절과 기상조

건에 좌우되지 않고 물을 확보할 수 있으며, 2) 시설

이 집적도가 높아서 적은 부지면적을 차지하며, 3) 

댐과 같은 대형의 토목구조물이 없이도 다량의 수자

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4)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

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에 기존의 수자원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3. 해수담수화 방식의 비교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수담수화 기술을 

원리에 따라서 구분하면 바닷물을 증발시킨 후 이를 

응축시켜 물로 만드는 증발법과 해수를 반투막에 통

과시켜 역삼투방식으로 담수를 얻는 역삼투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1.    다단증발법 (Multi-stage Flash Distillation: 

MSF)

다단증발법은 증발법의 한 가지로서 2000년대 이

전에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방식이다. 다단 증발법

에서는 여러 개의 단(Stage)을 이용하여 가열된 해

수를 낮은 압력 하에서 증발시킨 후에 이를 다시 응

그림 1. 다단증발법 방식의 해수담수화 (Source: S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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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시켜 순수한 물을 얻는 방법이다. 또한 수증기와 

유입해수와의 열교환을 통해 비교적 적은 열에너지

로 많은 해수를 담수화할 수 있다. 최근에 널리 사용

되는 다단증발법은 23~27kWh/㎥의 에너지 효율

을 지닌다. 

다단증발법의 경우 열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

에 발전 플랜트의 폐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증발법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발전플랜트와 함

께 건설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3.2.    다중효용법 (Multiple Effect Distillation: 

MED)

다중효용법은 가열된 해수를 이펙트(Effect)라고 

부르는 용기 안에서 스프레이 방식으로 분무하고, 뜨

거운 증기가 흐르는 파이프에 접촉시켜 수증기를 발

생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개의 이펙트에서 연속

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해수를 담수화한다. 다중효용

법은 다단증발법보다 낮은 70도 정도의 온도에서도 

해수를 수증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단증발법보

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 또한 다중효용법은 다단증발

법보다 전기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며 단위 생산용량

에 비해 설치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가진다. 

3.3. 역삼투법 (Reverse Osmosis: RO)

역삼투법은 이온이 투과할 수 없는 반투막에 물

을 높은 압력으로 밀어 물과 이온성분을 분리시키

는 방법이다. 이때 순수한 물이 막을 통과하기 위해

서는 유입해수가 가지는 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가

해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수가 가지는 삼투압

이 20~25기압 정도이므로 역삼투법에서는 이보다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한다. 역삼투 해수담수화는 약 

4~8 kWh/㎥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필요한 에너

지의 대부분은 고압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기에

너지가 차지한다. 

Seawater

Brine

Product

RO membrane

HP pump
Pretreatment

그림 2. 역삼투 방식의 해수담수화

역삼투법은 증발법에 비하여 에너지를 적게 사용

하지만, 처리하고자 하는 해수가 일정한 수질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전처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역삼투막은 보통 3~5년마다 교

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용에 이러한 부분이 포

함된다. 또한 역삼투에 의하여 생산된 물은 일반적

으로 증발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보다 이온농도가 약

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4. 하이브리드 담수화 

증발법과 역삼투법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증

발법 단독이나 역삼투법 단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처리수를 혼합

(Blending)함으로써 역삼투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어 역삼투막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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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유입수의 온도를 증가시켜 역삼투의 투과도

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역삼투 농축수를 증발법

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체 공정의 회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초기에는 증발법에서 역삼투

법으로 전환되는 중간단계의 기술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서로 다른 방식의 담수화 기술을 조합하여 

향상된 효율과 새로운 기능의 공정을 구성하는 방법

으로 주목받고 있다. 

4. 해수담수화 시장동향 

4.1. 국가별 동향 

GWI에 의하면 2011년 전 세계적으로 해수담수

화에 의하여 확보된 수자원은 7 km3/yr이었으나 

2030년에는 해수담수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량이 33 

km3/yr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수

담수화 시장규모는 2011년에 44억 달러 규모에서 

2018년에는 15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해수담수화의 주요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지역의 국가이나 최근에는 중

국 등 아시아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3). 

4.2. 해수담수화 방식별 동향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의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발주물량을 보면 역삼

투법이 대부분 (77.8%) 적용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역삼투 방식

이 다단증발법이나 다중효용법에 비하여 에너지 소

모량이 낮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적기 때문이다. 

다단증발법과 다중효용법에서는의 물 생산비용의 

50% 이상을 열에너지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에 역삼투법에서는 물 생산 비용의 50%를 전기에너

지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그림 5). 따라서 값싼 열에

너지의 확보가 가능한 발전소 근처에 해수담수화 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역삼투법이 증발

법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으로 물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발생량

을 비교하여도 직접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증밥법

그림 3. 국가별 2013년 해수담수화 용량 비교 (Source: 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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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역삼투법이 훨씬 적

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산화질소 등을 발생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표 1은 해외의 대표적인 역삼투 해수담수화 플랜

트의 사례와 운전비용을 비교하고 있다. 

5. 역삼투 해수담수화 기술의 한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해수담수화 기술로서 

역삼투법이 현재 널리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여야 할 많은 기술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역

삼투막은 막오염(Membrane Fouling)에 취약하기 

그림 4. 해수담수화 방식별 세계시장 비교 (Source: GWI) 

그림 5. 해수담수화 방식에 따른 비용구조 비교 (Source: GWI Desal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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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유입되는 해수 내의 입자성 물질이나 미생

물, 경도물질 등이 미리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역

삼투막을 적용하는 경우 전처리 공정의 중요성이 높

아진다. 최근 중동에서는 적조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막오염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해

수담수화 플랜트의 운영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역삼투막은 해수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이온

에 대하여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지만, 보론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제거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추

가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삼투 해수담수화에서 해결

하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는 에너지 사용량을 현재 

수준보다 더 낮추는 것이다. 비록 역삼투법이 증발

법에 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적다고 하지만, 기

존의 물 생산 방식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

는 역삼투 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가 약 4 kWh/

㎥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데, 지표수나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약 

0.37~0.48 kWh/㎥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역삼투 해수담수

화가 기존의 용수확보 방법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lant

(국가)

용량

(㎥/d)

가동

일자

유입해수

TDS	(mg/L)

운전비용

($/㎥)

Hamma	SWRO	Project	(알제리) 200,000 2008년 37,000	~	40,000 0.82

South	East	Queensland	(호주) 133,000 2009년 34,000	~	39,000 2.35	~	3.30

Palmachim	SWRO	Project	

(이스라엘)
110,000 2007년 40,233 0.78

Skikda	SWRO	Plant	(알제리) 100,000 2008년 39,332 0.73

표 1. 국외 역삼투 기반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적용현황

그림 6. 역삼투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각 공정별 에너지 사용량 (Source: Voutchkov,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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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높은 투과성을 가지는 역삼투막이 개발

되고 손실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해수담수화에 적용됨에 따라 역삼

투 해수담수화의 에너지 효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역삼투막의 경우 더 높

은 투과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에너지 회수효율도 이미 95% 

이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역삼투 방식으로 현재보다 

휠씬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는 해수담수화 공정을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6. 해수담수화 최신 기술 적용사례 

이스라엘의 Palmachim SWRO 해수담수화 플랜

트는 연간 1억 m3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며 

2007년 완공된 후 계속 시설용량을 확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역삼투 해수담수화 기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역삼투막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유해물질인 보론을 높은 효율로 제거하기 위하여 여

러종류의 막을 조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온교환수지와 pH 조정 등을 결합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높은 보론 제거율을 얻고 있다(그림 7). 

또한 역삼투막의 또다른 고질적인 문제인 막

오염을 해결하기 위하여 삼투세정 (Osmotic 

backwashing)이라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해수와 농축수의 삼투압을 이용하여 막을 통과하는 

물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바꾸어주는 것으로서 막의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주어 막

의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7. Palmachim desalination plant에서의 보론제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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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의 Fujaira Dealination 플랜트는 

2008년에 적조 발생으로 인하여 물 생산을 중단하

여야 했으며, 이로 인하여 하루에 100,000 달러 이

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용존공기부상법 (DAF: Dissolved 

air floation)을 해수의 전처리에 도입하였으며, 이

후에는 해수담수화 시설의 운영이 적조발생에 의하

여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 최근들어 이와같이 

적조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해수담수화 시설에 이

러한 용존공기부상법이 채택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역삼투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를 사용하는 것은 높은 압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고압펌프이다. 이러한 펌프에 의한 에너

지 사용량은 펌프의 효율을 높이거나 에너지 회수장

치를 채택함으로써 낮출 수 있다. 최근에는 Closed 

Circuit Desaliantion (CCD)라고 하는 역삼투 공정

의 운전방식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적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림 8). 이 기술은 아직까지 중소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대규모 시설

에도 적용가능한 에너지 절감기술이 계속 개발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8. Closed Circuit Desaliantion (CCD)의 원리 

7. 해수담수화 국내 동향

국내의 해수담수화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과 최근 건설된 대용량 해

수담수화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도서지역 식수해

결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총 6,333 ㎥/일이며, 이 중에서 100㎥/일 미만의 소

규모 시설이 약 83% 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자료에 의하면 K-water에서는 39개

소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생산

용량은 1,815 ㎥/일이며 급수인원은 총 7,822명이

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서해 5도 지역의 물 부족 문

제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해수담수화 도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

적인 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다. 

국내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은 평균용량이 62 

m3/일에 불과하며, 도서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2009년 자료에 의하면 이들 시설의 평균 

물 생산단가가 8,794원/m3인데 판매단가는 784원/

m3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유지

보수비용과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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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시설 설치 후에 미흡한 유지관리로 인하여 

폐쇄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

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사업체

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중대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중 대표적인 것

으로는 부산 기장의 해수담수화 시설이며, 국토교통

부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단의 연구성과로서 2015

년 완공된  것이다. 생산용량은 45,000 m3/일이며 

기장군 전역과 (정관, 철마 제외), 해운대구 송정동 

지역에 생산된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용

수 공급을 위한 중대규모 해수담수화 시설로서는 포

스코 광양제철소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있으며, 생산

용량은 총 30,000 m3/일이며, 이는 전체 산업용수 

사용량의 11~13%를 차지한다. 

국내 중대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은 소규모 시설에 

비해서는 운전 및 유지관리 비용이 낮지만, 상대적

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수자원

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정수장에 비해서는 비용이 높

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의 활용성을 보다 높이

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낮출 수 있는 신기술

의 개발, 전력공급 시설과의 연동운영, 전력요금 제

도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 맺음말 

해수담수화는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해수를 처리

하여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및 기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염분을 제거하여 담수를 얻는 방법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체수자원의 확

보기술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높은 운

영비용과 에너지 사용량으로 인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해수담수화 기술은 높은 농도의 

염분을 물로부터 분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발법이

나 역삼투법 모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기

존의 하천수나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물 생산비용이 높게 된다. 그러나 기존 수자원에 의

존하지 않고, 강우패턴 변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최근 개발되

고 있는 신기술들을 적용함에 따라 해수담수화의 비

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적용대

상 지역과 범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뭄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에

서 해수담수화의 적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해수담수화는 기

존 수자원 활용방법보다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대신 물 공급 안정성이 높으므로 1차적으로는 비상

용수 공급 수단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즉, 계절적인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해수담수화를 지표수 

이용이나 지하수 이용과 함께 적용한다면 최소한의 

물 공급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해수담수화로 인

한 물 생산 용량을 최적화하여 전체적인 물 생산 비

용을 낮출 수 있다. 만약 기존 수자원으로 물을 모두 

공급할 수 있어 해수담수화 시설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가 되면 이를 간헐적으로 운전하거나 최소

의 생산량을 유지하여 운전하는 기술을 적용할 필요

가 있다. 다만 해수담수화 시설은 간헐운전이 어렵

고 생산량의 조절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

한 신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도서지역과 같이 지역적인 물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해수담수화 시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

설은 유지관리 비용이 높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정보통신 기술

을 이용한 시설의 원격 통합관리와 태양광, 풍력 등

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은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에서 해수담수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뿐 아니라 해수담수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다. 또한 해수담수화를 비상용수 확보수단으로 정착

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운영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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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나 새로운 전력요금 제도 도입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국내의 

해수담수화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수담수화의 세계시장

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대표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9. 사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12기술혁신C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림 9. 국내 해수담수화 확대적용을 위한 방안 

참고문헌
1.    이상호(2011),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3세대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 KICT 브랜드 총서.

2. K-water (2015), K-water 해수담수화시설 수탁운영 현황, 사전정보공표 

3. K-water (2011), 해수담수화 사업 운영현황

4. OECD (1997) The World in 2020, Towards a New Global Age, Paris : OECD 

5. GWI (2013), Global Water Market, Report. 

6. GWI(2009), Water Desalination Report, Market analysis report

7.    GWI(2009), Water Technology Markets 2010: Key opportunities and emerging 

trends, Market analysis report

8.    R. Stover (2013), High Recovery Using Closed Circuit Desalination Processes for 

Inland Brackish and Oil and Gas Applications, The International Desalination 

Association World Congress on Desalination and Water Reuse 2013, Tianjin, China

9.    A. Hermony, I. Sutzkover-Gutman, Y. Talmi, and O. Fine, Palmachim Seawater 

desalination plant?seven years of expansions with uninterrupted operation together 

with process improvements, Desalination and Water Treatment, 55:9,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