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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품
 

1. 연구 제목 

월성 원자력 3, 4호기 환청 영향 형가의 타당성에 판한 연구 - 생태계， 

인구 및 사회 경제 환경 폼야 

n. 연구의 배청 

원자력법 제 11조， 제2항온 발전용 원자로 빛 판계 시철의 건셜 허가와 

관련하여 환청 명향 형가서의 제훌율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 규칙 제3조 

는 환청 영향 평가서의 작성과 판련하여 그 내용율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법 제 12조， 제3호는 발전용 원자로 및 판계 시껄의 건셜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발전용 원자로 및 판계 시절의 건절에 따른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과학 기술쳐 고시 제84-8호와 제85-5호는 각각 

원전 환갱 영향 평가서 작성 지첨 및 원천 주변 환청 조사 지첨으로 이 지 

첩에 의거하여 환경 영향 형가서가 상째히 작성， 평가되어야 함율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란 혐재의 지식， 경험 및 자료 둥올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환경 명향율 예측， 명가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환청 영향 명가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혜서는 명가 기법에 대한 지속척인 연구， 검 

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ill.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월성 원자력 3， 4호기의 건껄 허가와 판련하여 환청 명향 명가서 중 생 

태계(육상빛 혜양)， 인구 및 사회 경제 환정에 대한 명향 명가의 타당성올 

검토하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올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의 척절성을 평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척이다.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하여 환청 조사 기 

법 빛 평가 기법들이 상셰히 비교， 검토될 것이다. 

N.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환청 현황 조사의 타당성 검토 

원자로 시절 부지 주변의 생태계 현황， 인구 현황， 사회 청제 및 문화의 

현황에 대한 조사 항목， 조사 범위， 조사 방법의 척정성올 검토하고， 조사 결 

과 및 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 환청 명향 예측 빛 평가의 타당성 검토 

원자로 시껄의 건껄 및 운명으로 인한 생태계， 인구， 사회 경제 빛 문화 

에 미치는 명향 예측의 타당성올 예휴 항목， 예측 범위， 예륙 방법올 중심으 

로 평가하고 예츰 결과 및 분석을 상셰히 검토한다. 특히 사용된 예츰 방법 

이 최적 예측 방법인가를 타방법과 비교 검토하고， 예흑 결과의 분석은 환청 

혐황 및 환청 보전 목표치와 비교 검토된다. 

II 



(3) 환청에 미철 악영향의 저감 방안의 적절성 검토 

원자로 시절의 건절 빛 운명으로 인한 생태계， 인구， 사회 청제 및 문화 

에 미치는 악명향올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된 저감 방안에 따 

른 저감 효과 및 불가피한 악명향율 상쩨히 명가하고， 저감 방안이 실효성을 

갖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V. 연구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월성 원자력 3, 4 호기 생태계， 인구， 사회 경제 폼야의 환청 명향 형가 

는 국내 판련 법규에 근거하여 대체로 타당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명 

향 형가 방법의 측면에서 최척 평가 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혜양， 육수 및 산렴생태계， 인구 추정 및 추계， 대기질 명향평가에 대 

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새로운 형가 방법들이 제 

시되었다. 이러한 컬과률은 향후 원자력 발전소의 환청 영향 명가시 보다 

더 나은 명가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원전 환청 명향 팽가의 실효성을 중진 

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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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Project Ti단e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Environmen없1 Impacts Assessment For 

Wolsung Nuclear 3 & 4 - Ecology, Population 때d Socio-Economic 

Environment 

11. Background 

Ea야1 applicant for a permit to construct a nuclear power p없nt and 

its r，리ated facilities has to submit an Environmental Report by the 

Provision (2) of Ar쉰cle 11 of the Atomic Energy Act The appropriate 

contents of the Environmental Report are stated in the Article 3 of 마e 

Enforc앙nent Rule of the Acl 

It is ruled in the Provision (3) of Article 12 of the Act such that 

any irreversible adv얹"Se environmental effects by the construction sh려1 

be avoided. In addition, it is n피.ed such that the preparation 없d appraisa1 

of the Environmenta1 Report should be based on Notice No. 84-8 and No. 

85-5. 

By the way, an environmental impacts assessment is made on the 

basis of the current knowl어ge， 않P앙ience， and information for the future 

environment Th앙-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IK갚'Sistently 

methodology and a1l relevant information for environmenta1 inψacts 

assessment, which wil1 make the assessment be more et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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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bjectives ar띠 Imp아얹nce of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1aw 없피 regulation on the constIUction of the 

nuc1ear power plant, it is mandatory that an environmenta1 impacts 

assessment be σitica1ly reviewed by 않:perts of conc얹1.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뾰 : 

- To examine the probable inψacts of the constIUction 하ld 

operation of Wolsung nuc1ear power plants on marine ecosys따n， 

pop띠ation， and ∞cio-economic environmenl 

- To ev떠uate the p야:ential of a1ternatives to minimize the adVI앙se 

effects. 

- To investigate assessment methods and procedures that have been 

applied and to comp없 those with other methods suggested in 앙1e study. 

The importance of this project is such that the review output 없ld 

newly suggested methods w퍼 be v양y helpful for assessing the 

environmenta1 impacts for new nuclear power p없nts. 

v 



N. Contents and Scope of Project 

The contents and scope of this project are summari똥d as follows : 

(1) Re떠ew on the feasibility of the overall en피ronmen없1 status surveyed 

at the vicinity of the proposed nuc1ear power plants. This review 

consists of : 

- Evaluating the ov앙a11 status of marine ecosys따n， pop띠ation，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 investigated. 

-Ex없ni띠ng investigation scope, p없-ame따s， and it앙ns. 

- Reviewing reliability of the data and th잉r interpretation. 

(2) Review on the assessment of the probable impacts.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ed assessment, the same evaluation as mention어 

above is done. In patic띠ar， the methods utilized in the Environmenta1 

Report is intensiv밍y studied and compared with other methods to find an 

optimal methodol，여IT. 

(3) Review on the potential of al따natives to minimize the adv1앙se 

impacts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The potential of al따natives 

are examin어 to see whether the al따natives specified in the 

Environmenta1 Report 없 pratic외ly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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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Results and Applications 

The perfonned impacts assessment for the proposed plants was 

ju형ed to be adequate in gen없1 on the basis of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 With regard to assessment methodol앵y， however, it was 

ju행ed that many impl하nentations shou1d be made for an op파na1 

rr.εthodology in the assessment of ecol앵y， population, 하ld 

socio-economic environment Those inψlementations including more 

op바nal methods for assessing marine 따ld 따res갑퍼1 ecosys따n were 

suggested 야rroughout the study. The results from 압lÎs study will be 

utilized for the upgrade of environmental impacts assessment, which will 

make the assessment be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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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셔 론 

1. 개 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의 발달율 통하여 고도의 청제 

성장올 달성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윤택해진 국민생활은 막대한 전력의 

수요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갑작스런 전력수요를 충당하는떼는 기폰의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 만으로는 부족하여 1970년대 말부터 원자력 발전올 

서두르게 되었고， 오늘날 소요동력의 많은 부분올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게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껄에는 냉각수로 사용할 상당량의 많은 물이 소요되 

는데 이를 쉽게 얻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대부분의 발전소는 해안에 위치하 

게 되었다. 뿔만아니라， 연안온 육지에서 가깝고 수심이 얄기 때문에 원양 

에 비하여 접근이 쉽고 비교척 적은 자본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여， 대규모의 

산업부지가 연안에 위치하게 되었고， 여기에 많은 동력올 공급하기 위하여 

역시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로 객합하다고 판단되어 왔다. 따라서 발전소의 

건젤에 따른 연안역의 개발과 발전소 가동이 주변의 제반 환경에 미치는 영 

향올 고려하게 되었으며 특히 다량의 온배수 방출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명향에 판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해양환경의 보호와 악영향에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절 빛 가동전의 제반 생태계， 인구 및 



사회 청제 혐황온 하나의 기본자료로써 향후 대상지역의 환청명향을 째평가 

할때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발천소 건절 빛 가동이 주변의 제반 환경에 미치 

는 명향올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가? 가동으로 인한 악명향을 얘측하여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그러한 대처방안이 과연 혐실척으로 가능 

한것인가? 또 불가피한 명향은 어느정도인가? 또， 건셜 후 환청 감시계획온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 둥율 법척으로 정하게 되었다. 륙 사업시행 

에 따르는 환경명향명가률 제도화하였먼 것이다. 

환청 명향 형가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사업자가 개발 사업율 계획할때 사 

업의 효율성， 청제성， 기술적 가능성만융 사업 계획의 컬청 요인으로 하먼 

기존의 의사 결청 체계에 덧롤여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청에 미철 악명향 

율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율 강구하여 환청 피혜률 사전에 얘방할 수 있도 

록 환경측면의 배려를 의무화하는 또 하나의 의사결청 도구로서 역할율 하 

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1992년 2월에 제청됨 환청청헥 기본법은 개발사업 

율 추진할 경우 환청에 미치는 명향에 대하여 당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 

록 하는 주민 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주변 환경이 어 

떻게 변모되는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제도롤 새로이 도입하였다. 주민 참 

여 제도의 도엽은 개발사업의 추진시 환청상의 명향을 가장 많이 받올 수 

있는 대상은 당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환 

정상의 대책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척인 개발사 

업의 추진과 이에 따른 환청 명향율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후 

판리 제도의 도입은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 환경명향 검토가 충실히 이행되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실시 이후의 주변환청의 명향율 검토함으로써 

환청 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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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제11조， 제 2항은 발전용 원자로 및 판계 시셜의 건셜 허가와 

관련하여 환청 영향 형가서의 제출올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 규칙 제3조 

는 환청 영향 명가서의 작성과 판련하여 그 내용율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법 제 12조， 제3호는 발전용 원자로 및 판련시절의 건껄허가 기준과 판 

련하여 발전용 훤자로 및 판계시절의 건껄에 따른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어 

야 합올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처 고시 제84-4호와 제85-5호는 각각 원전 

환청 명향 명가서 작성 지칭 빛 원전 주변 환청 조사지첨으로 이지첩에 의 

거하여 환갱 영향 평가서가 상세히 작성， 평가되어야 함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 1부에서 월성 원자력 3， 4호기의 환경명향 평가서 

중 생태계， 인구 및 사회 청제 환경분야를 전술한 작성지첨 빛 조사지침에 

의거하여 상셰히 검토 평가하고 제 2부에서는 기존의 환청 영향 평가 내용 

이 어떤 방향에서 수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은 과연 어떠한 제약 속에 

서 수행되어 왔으며， 사용된 평가기법의 타당성올 타방법과 비교 검토하여 

보다 나은 평가 내용이 되기 위해서 개선 보안 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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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장 월성원짜력 3, 4호기 환경명향명가의 타당정 검토 

째 1 철 환청의 현황 

쩨 1.1 절 생태계 

1. 검토분야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3，4호기 추가건셜과 가동이 발전소 주변의 육상 

및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율 형가하기 위하여， 과기처 고시 제84-8호， 

원자력 발전소 환경 영향평가서 작성 지첨융 근거로 다용과 같은 째부 검토 

분야를 선정하였다. 

(1) 동식물상의 종휴 및 서식처 분포상태， 혐존량， 총조성， 우검총 및 양 

적 변동 

(2) 환경오염 지표총， 상업적 가치가 있는 총， 회귀종， 위기총 

(3) 발전소 건셜 및 가동에 따라 명향율 밭을 수 있는 종 

(4) 환경 스트레스 빛 생태척 천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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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요건 

월성 3，4호기 발전소의 추가 건컬 및 가동으로 인한 생태계의 명향올 평 

가하기 위하여 조사자료 및 기존 인용자료는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생태 

계 혐황은 과학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하며， 자료분석이 환정영향평가의 목적 

에 부합되어야 한다. 

3. 검토의견 

가. 육상생태계 

(1) 육상식물 

1) 조사 지역은 월성원자력 발전소 부지를 중심으로 남.서북 방향 

30km 이내에 절치된 5개 표준 지소와 용수원댐 건껄 예정지역 및 석산 개 

발 예정지역에 대한 식물상을 요약하였다. 허나， 이들 설정된 표준 지소가 

발전소의 건절 및 가동에 따라 육상 식물 생태계가 받올 수 있는 각종 영향 

을 충분히 감지 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껄정되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가 제시되지 않았다. 조사시기 또한 단순히 기간만올 알 수 있어 계절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는 초본류 분포， 밀도풍의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2) 해당 지역에 분포하는 식물의 종류를 조사하고， 식생군락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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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혐존 식생도， 소나무 풍의 주요 수종의 홈고 칙청 빛 연륜 성장과 녹지 

자연도， 식물량과 연순 생산량， 토양 특성둥 전반척인 생태 조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아주 상세하게 조사 기술되었으며 향후 생태계 변화의 기초 자료 

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나， 훨자력발전소 건절 및 가동이 이들 생태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철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온 조사가 필요한지률 논리적으로 절 

명해 주는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수행할 펼요가 있는 생태 조사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혹은 불필요한 조사가 덧불여 수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절 및 가동이 육상식물 생태계 

에 미철 수 있는 각종 명향올 분석하여 이들의 명향요소를 충분히 또 정확 

하게 감지， 분석할 수 있는 생태 조사 방법이 척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기술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조사방법은 통상적인 

생태조사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파급되는 앵향올 정확히 추척할 수 있 

올 것으로 단정하기 힘들며， 또 칙접척인 판계가 없는 불필요한 조사가 포함 

되어 불필요한 노력과 청비롤 낭비할 수도 있다. 

(2) 육상동물 

1) 조사 지역은 발전소를 중심으로 5kmx5km범위에서 조사하였 

고 조류는 발전소 주변 하천과 농경지 그리고 해안에서 칙접목격， 혐지주민 

들에 의한 청취와 과거문헌올 기초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 지역이 구농지로 되어 있고， 하천의 식쟁과 유수량이 빈약 

하여 동물의 종류와 개체수가 많지 않으나 포유류 11종， 파충류 6종， 양서류 

7종， 조류는 42총， 곤충류는 343종으로써 총 409 종이 넘는다. 우점종，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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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회귀종 및 상업척 가치가 있는 종이 조사되었고， 환경 변화에 멸 

종 위기에 있는 곤충류 유충도 판찰하였다. 조류는 겨울에 가장 많이 출현하 

였고， 혜수성 조류가 대부분 차지하고 산렴성 조류는 대부분이 회소종이다. 

육상동물의 조사방법은 조사기간중 칙접목격， 과거의 자료나 청취한 자료에 

근거하였으며， 동물의 이동성에 크게 좌우함으로 서식동물이 미확인 될 가능 

성도 크다. 따라서 보다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판찰 및 목격 장 

소， 교통로와 보도 둥이 지도와 함께 표시되어야 하고 풍물의 출현시간의 기 

록， 청취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가 수록 정리되어야 한다. 

(3) 하천생태계 

1) 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3개 하천， 대종천， 나아천， 하서천올 선정 

하여 생물상 및 서식처와 골재채취와 판련한 생태변화를 기술하였다-

2) 부착조류는 수서곤충과 물고기의 먹이가 되기때문에 하천 생태 

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조사된 부착조류는 대부분이 담수성으로 60종 

이 관찰되었다. 각 하천벌 부착조류의 출현종수는 낙동강이나 타하천에 비해 

적은편이고 따라서 조사 하천의 영양상태는 빈명양 하천이다. 수서 곤충은 

21종이 확인되었으며 하서천과 대종천에 비하여 나아천은 유수량이 적어 종 

수와 개체수에 있어서 매우 척다. 수총 1，2차 소비자에 속하는 어류의 종수 

는 14종으로서 3개 하천 공통 어종이 7종이며 대종천이 유수량이 많아 개체 

수와 종수에 있어서 가장 많았으며 이곳에서 한국 특산종인 왕종개의 서식 

이 주목되고 있다. 하천 생태계의 조사 시기는 월， 일로 채집지점은 면， 리와 

특정 지역명(여울지역， 소지역풍)올 명시하여 향후 동물상의 변화를 비교할 

때 다소 합리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자료의 정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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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생태계 

해양 생태계 조사는 1989년 11월부터 1990년 10월까지 1년간 수행하였 

다. 허나 이 기간 동안에 해양 생태계률 조사하여 대략척인 현상율 파악하 

기에는 너무 짧온 조사 기간이다. 따라서 발전소 환청 영향 평가롤 위한 최 

적 조사 기간이 신중히 채검토되어 보다 신뢰성이 있는 자료 도출이 요구된 

다. 온배수의 영향이 예상되는 조사 지첨울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lO km 

이내 10개의 일반 조사 정점과 취배수구를 포함하여 모두 12개의 조사정점 

올 선정하였으며 하계에는 15 km 외혜에 한 조사 지점을 추가하였다. 일반 

조사 정첨에서는 동.식물 플랑크톤， 어란， 치자어， 연성 저질 저서생물， 혜양 

미생물에 대한 조사가 계절별로 이루어졌고， 성어， 대형 저서 동물은 취배수 

구 빛 대조구를 션정하여 조사하였다. 

(1) 식물플랑크톤 

총 126종의 식물플랑크톤이 조사되었고 이중 86%가 규조류이다. 

계절별 우점종으로 봄철에는 E 믿뿔탠~ (71.2%) , 여름에는 Chaetoceros 속 

의 종들이 다양하게 우점하고， 가울에는 푸렷한 우점종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겨울철에는 F향벌한 웰l월훤가 우첨하였다. 4계절에 동시 출혐한 우첨종은 

없었으며， 3계절 동안 동시 출연한 우첨종은 윈괄웰율 g렐향~ Ni원밸융 

d려icatssima와 Skeletonema 얻S헝앨핀의 3종으로 대부분이 난류성 조류로써 

계절에 따른 천이 혐상올 보여 주고 있다. 륙히 계절벌 출혐 우첨종중 봄철 

울 제외하고 쿠로시오 지표종이 여륨에 55%, 겨울 44%, 가올 39% 로써 대 

부분올 이루고 있다. 정첨별 총 다 양성 지수를 비교할때 가올철의 경우를 

• 8 



제외하고는 군집 구조는 상당히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전소를 중심 

으로 lkm, 2km, 않m， 10km의 정점간 식물 플랑크톤의 조사지점 표총의 현 

존량올 평균하여 본 결과 가올， 겨울철은 외해로 갈수록 혐존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봄철에는 외해쪽보다 해안선 가까이의 정점에서 생물량이 

많다가 여름철에는 다시 외해쪽에 혐촌량이 증가하는 경향올 나타내나， 추이 

는 뚜렷하지 않다. 허나 Ch1orophyll ~ 는 겨울에 외해로 갈수록 감소(0.33 

• 0.17 ugι)하고， 봄에는 오히려 증가(0.69 • 2.04 uglL)하고， 가올과 여름 

에는 뚜렷한 양상올 보이고 있지 않아 정점간 식물 Plankton의 혐존량과 

Ch1orophyll 율 와의 상판관계를 규명하기에는 어려웠다. 배수구의 식물플량 

크톤 현존량은 취수구에 비해 혐저히 낮고， 타정점과 비교혜 볼때 봄철에는 

오히려 많았으나 그 외 계절에서는 낮았다. 배수구 표충의 1차 생산력은 취 

수구를 포함하여 타정점과 비교할때 현저히 낮았으며 (12-24 mg-C/m31hr 

발전소로부터 2km 표충의 기초생산력이 봄에 가장 높게 나타봐다(278 

mg-C/m3 Ihr). 이와 같이 각 정점에서 부유생물의 생산성올 나타내는 

Par따neter들간의 관계가 희박한 원인이 조사정첨 선정시 온배수 확산에 의 

한 해류의 거동올 고려하지 않았든지， 특히 채집시각에 따라 수직이동 분포 

를 무시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즉 조사방법상 오차에 기인된 것인지， 혹은 

주변 해역의 자연적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온배수에 의한 인위적인 환 

경변화에 기인된 것인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식물 플랑크톤의 경우 

세포의 중식기간(Cell Doubling Time)이 짧아 3개월에 한번 실시한 채집으 

로 수십세대가 바뀌었올 수도 있는 생태계의 절명은 그간의 환청변화에 따 

른 생물상의 변화를 절명할 길이 없으므로 적어도 월벌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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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 플랑크론 

대개 동물 플랑크톤의 생물량온 식물 플랑크톤의 출혐과 아주 밀접 

한 판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형 온배수의 영향에 의해 광합성 

반웅이 증가되고， 수온상숭으로 호홉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주요 식물 풀량 

크톤 개체군이 증가하면 이롤 먹이로 하는 동물 플랑크톤의 현폰량 증가라 

는 일련의 생태변화를 청량화하는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조사 결과 

는 가을철에만 외혜로 나갈수록 혐존량이 증가하였고 기타 계절에서는 어떤 

양상올 찾아 볼 수 없다. 취배수구의 혐존량 비교도 배수구가 취수구보다 가 

올에만 현저히 많았고， 겨울과 봄에는 비슷하였으며 여룸에는 적었는데 이에 

대한 척절한 껄명이 요구된다. 군집구조는 대체로 불안정하였고， 우점종도 

계절에 따른 천이현상올 보이고 있다. 본 조사지역의 동물 플랑크톤은 24개 

군 64종이 분류 조사 되었으며 대부훈 연안 온대성이었다. 

(3) 어란 및 치자어 

어류는 생활사가 길기때문에 제반 환경의 명향이 쉽게 판측될 수 

있는 초기생활， 즉 난과 치자어의 생태를 따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조사 

지역에서 출혐한 부유성난은 앨퉁이， 쫓양태류， 멸치， 전어가 주총올 이루고 

있으며 붐과 여름철에 출혐량이 혐저하다. 앨통이와 쫓양태류가 전체 어란 

출현량의 51%와 16%롤 차지하여 우정종으로 나타났다. 앨풍이난온 천 정점 

에서 사계절 모두 출혐하였으며 가올에 53 %, 겨울에 40 %, 봄철에는 무려 

89 %올 차지 하고 있다. 

특히 이 난은 외혜로 갈수록 (발전소애서 5뼈1이상) 출현량이 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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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증가하였고 연안쪽으로 갈수록 거의 출현하지 않았다 (예 : 봄철에 취.배 

수구에서 43-50 개체/1000 m3 이었던 것이 정첨 10에서는 1379 개체/100 

m3로 증가하였다). 

한편 쫓양태류는 가울과 겨울에는 출혐하지 않았으나 앨퉁이 난과 

는 정반 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연안 정점에서 출현량(배수구에서 

657 개체/10oom3 )이 아주 높게 조사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배수구에서는 

전 정점에서 출혐한 양의 26%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안역에서 멸치난이 주총올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 조사해역에서 멸치난의 출현은 극히 미비한 반면 기타 미확인 동 

정난이 발전소로 부터 반경 2 km이내의 정점에서 높게 출현하고 있다. 

자치어는 전 조사기간에 총 23총 291개체가 출현하였으며 이 중 멸 

치가 61.4 %를 차지하여 극우접종으로 나타녔으며， 쫓양태류가 11.9 %, 앨퉁 

이 6.8 %, 망둥어류가 5.0 %, 까나리 3.8 %, 볼낙 2.5 % 순이다. 멸치는 봄 

에 가장 많이 출현(83.1 %)하였다가 여릅(66.1 %), 가올(34 %)에는 출현이 

감소한다. 한편 겨울에는 까나리의 출현(63.2 %)이 돋보인다. 

대부분의 부유성난 자치어는 어종별 번식 시기와 밀접한 판계가 있 

다. 즉 앨통이와 망둥이는 연중 번식하기 때문에 수온차에 민감하지 않지만 

본 조사에서는 발전소 외혜에서 우점하였고 멸치와 쫓양태류， 주둥치， 복섬 

퉁은 번식시기가 여름철 즉 수온이 겨울보다 6-7 "c 높올때 번식함으로 겨 

울철에는 출현율이 낮고 온배수의 명향이 있을 수 있는 발전소 부근연안에 

서 다량 출현할 수 도 있올 것이다. 또 까나리와 볼낙류는 수온이 낮은 겨울 

철에 번식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월성 발전소 가 

동전 1976년 8월 조사환 자료와 비교할때 부유성 어란 및 자치어의 출혐 양 

상이 본 조사결과와 유사하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자료 제시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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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 본 초사시기가 1990년에 실시한 3년전의 자료이고 향후 4개 호기 

동시 가동시 부유생 어란 및 자치어의 생태변화를 고려할때 온배수 확산역 

을 포함한 연안수역의 환청에 맞는 부유성난과 온배수의 환경 Stress에서 

적웅하기 어려운 종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보완되어야 한다. 

(4) 성어 

어인망 조사를 통하여 취수구， 배수구， 대조구 어류군집의 출혐종수， 

개체수， 생물량 및 종다양성 지수에 관한 자료를 요약 제시 하였다. 대체적 

으로 3개 조사 정첨간의 종조성 빛 출혐량은 큰편이고， 겨울철을 제외하고 

개체수와 생물량이 대조구에서 더 높았고 취수구와 배수구사이에서는 출혐 

종수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개체수와 생물량에 있어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본 조사에서 총 54종의 어류가 채집되었으며 명균 1357fl체115，OOOm2 

5，051g/15，OOOm2의 서식밀도롤 나타내었다. 전체 개체수의 30.9%를 청어가 

차지하여 우점하였고， 꼬치고기 (14.3%), 장갱이과 (10.4%), 붕넙치과 (8.5%) 

도루목 (8.1%)의 순이다. 그러나 생물량에 있어서는 꼬치고기 (26.3%), 청어 

(23.8%), 붕넙치과 (13.9%), 장갱이과 (9.9%), 도루목 (6.1%)순으로 구성종에 

는 변화가 없으며 계절별 우첨종은 표 2-1에 요약한 바와 같다. 취.배수구의 

어류 조사는 주변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삼중자망에 의해서 조사하였는데 생 

체량， 어획량， 체장 및 출현율율 비교혜볼때 두 수역간의 어류군집상 큰 차 

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온배수에 의한 명향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 제시한 자료가 3년전의 것이기 때문에 신 

뢰도 츰변에서 문제가 제기 되지 않을 수 없다. 어류는 미째한 환경변화(가 

령 온배수에 의한 온도차)에 대한 감지능력이 아주 뛰어나 각각의 어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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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온도에 따라 째분포가 일어난다. 따라서 취수구와 배수구의 양수역 

조건에서 서식수온에 따른 생장차이를 비교하는 연구조사가 요망된다. 결과 

적으로 본 조사에서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떤 영향이 무슨 어류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기술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결과가 정첨간 

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정점에서의 출현자료 

(채집 조사자료와 주변 주민에 의한 어획 자료)를 통계적 신뢰도 않st로 검 

정한 후 대표값으로 정하여 어류 조사 철과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저서생물 

저서생물은 대부분 저질에 고착하여 생활하거나 이동 능력이 약한 

특성으로 환경 영향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동·식물 플 

랑크톤이나 어류둥은 수동적이로든， 농동적으로든 서식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청에 어펀 변화률 받았올때 쉽게 이동올 통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고확 생활올 하는 저서생물은 환경에 변화가 야기되었때 

이 변화에 대하여 쉽게 적웅하면 살아남지만， 생리적으로 적웅하지 못하면 

사멸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형가에 아주 

중요한 역할올 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연성 저질과 청성 저질올 분리하여 

종 동정이 용이하고 분포 유형에 대한 자료가 풍부한 특정 분류군을 대상으 

로 이들의 동태를 옹배수 방류 지점과 외혜 지첨， 즉 조사정점간의 종조성을 

계절별로 비료 조사하였다. 

、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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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어류군집의 계철별 우점종 

계 절 개체수에 의한 우첨종 (%) 생물량에 의한 우점종 (%) 

가 올 
꼬치고기 (77) 꼬치고기 (81) 

갈 치 (11) 갈 치 ( 7) 

취노래미과의 일종 (2이 청 어 (17) 

겨 울 인상어 (18) 취노래미과의 일종 (16) 

청어 (12) 문치가자미 (11) 

장갱이과의 일종 (27) 붕넙치과의 일종 (38) 

봅 도루묵 (21) 장갱이과의 일종 (28) 

봉넙치과의 일종 (19) 도후북 (17) 

여 름 
청 어 (79) 청 어 (86) 

황아귀 (13) 황아귀 ( 7) 

청 어 (31) 꼬치고기 (26) 

년 중 꼬치고기 (14) 청 어 (24) 

장개이과의 일종 (10) 장갱이과의 일종 (10) 

* 팔호안의 숫자는 전체 출혐개체수 및 생물량에 대한 빽분율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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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성 저서 동물 

본 조사에서 채집된 저서 동물은 총 174총으로 갯지렁이류가 18 

종， 갑각류가 55종， 이매때류가 14종， 거미불가사리류가 10종 둥으로 이들 4 

개 동물군 둥이 전체 출현총수의 92%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계절별 

종조성올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대체적으로 타계절에 비해 봄철의 생물상이 매우 빈약하였고， 출 

현종수는 여륨이 가장 많었으며， 가올에 가장 많온 생체량이 조사되었다. 

조사 정첨벌 계절에 따른 훌혐 개체수의 변화폭이 아주 컷으며， 

취·배수구를 중심으로 한 조사 정첨에서 더욱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배 

수구에서 여름철에 아열대 온수종인 뀔g맺 sp.와 E 놓맺i의 대량출현이 

온배수의 영향때문으로 추측할 수도 었으나 가올과 겨울철에 한대 냉수종인 

ζ: 뚱@월의 집중 출험은 특이한 현상으로 간주된다. 

연성 저서생물은 해저면의 퇴적물상 상태와 파도 및 해류에 따 

라 분포가 컬정될 수도 있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발전소와 인접한 조사 

정점들이 사질 퇴적상이고 외해로 갈수록 니질 퇴적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런 상이한 퇴적물상에서 일반적으로 우점하는 갯지렁이의 종류와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정점벌 우점한 종과의 광범위한 비교 조사가 요망된다. 또한 주 

변 환청의 변화에 대체로 적용이 손쉬운 기회종 갯지렁이류 가령， ζ: 뿔웰sa， 

M.m면며텅， Lumbrineride~ sp. 특 발뱅~， P. 쁜뻗L L. !맹휠햄융와 몸집 

이 크고， 수명이 길고， 기회종에 비해 청쟁력이 우수한 균형종 갯지렁이류 

가령 뭔: 셀S훤얄!. T. horikos피i， 쿄 탤뺑쉰의 분포에 판한 연구가 이 런 갯지 

렁이의 생태에 영향올 줄 수 있는 인자 즉， 온배수， 계절에 따른 수온차， 퇴 

적상태， 퇴적 유기물의 함량， 수역 특성(난대， 한대， 혹은 합류지점， 변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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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둥의 환청 stress롤 조사 정점별로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되었을때만이 비 

교적 정확한 혐상올 규명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표 2-2 계절별 연성저서 동물의 총조성 

(단위 : s-종수， N-개체수) 

계 철 봄 여 름 가 율 겨 울 계 

동물군 S N S N S N S N S N 

갯지렁이류 39 214 51 562 46 542 49 496 81 1812 

갑 각 류 9 11 24 112 16 35 26 132 55 290 

이 매 꽤 류 5 61 9 31 10 74 6 32 14 198 

거미불가사리류 6 30 8 32 6 45 4 68 10 175 

합 계 • 61 323 102 743 87 716 87 732 174 2523 (82) (153) (238) (180) 

* 상기 4종 동물군 이외의 것이 포함된 수， 괄호안은 생체량(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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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성 저서동물 

경성 저질에서 채집된 저서풍물은 모두 117종으로 대부분이 온 

대수역종이다. 이중 연체 동물이 47종으로 가장 많다. 출혐종수에서 취수구 

(101종)가 배수구(17종)나 대조구(72총)보다 월둥히 많았으나， 우첨종에서는 

대조구와 별차이가 없다. 

출혐종수는 조위가 낮아질수록 많아지다가 수심이 내려갈수록 

다시 적어진다. 출혐 개체수와 서식량은 대체척으로 해조류가 번무한는 곳에 

서 많은 개체수를 나타내고 있다. 출현한 연체 동물중 온대수역종인 눈알고 

둥，울타리고둥 군소류의 일종인 Do1밸웰융 핸쉰탠뀔는 배수구에만 서식하고 

있어 온배수에 의한 수용 상숭이 서식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여겨지나 뚜렷 

한 자료 분석에 의한 결과는 아니다. 

경성 저서동물에 미치는 온배수의 명향온 온도 상승 범위가 3-5 

℃라면 이의 직접적인 명향은 거의 없다고 보고하고 있고(한전보고서 1991), 

한편 온배수의 명향보다는 배수구 주변 물의 이통 상태 변화에 기인한 저질 

의 변화둥의 서식 환경올 변화시킨다는 보고(김과장 1987)도 있다. 따라서 

온배수에 의한 영향과 취·배수에 따른 기계적인 변화와 혜수， 해류 및 저질 

의 변화에 의한 직·간접적인 명향올 고려하여 정확한 현상올 정량화 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이 접근되어야 한다. 

(6) 혜조류 

해조류 조사는 취수구와 배수구 그리고 대조구로서 감포인근 3개 

정점에서 조사한 결과 홍조류 56종， 갈조류 22총， 녹조류 10종， 남조류 1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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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총 78종이 동정되었다. 연간 우첨하는 종은 배수구에서 부햇말과 링비아 

류， 파래류이며， 취수구에서는 작은 구슬산호말과 곰피 및 비툴대모자반， 감 

포항에서는 작은 구슬산호말과 보라우무로 나타났다. 해조류의 현존량은 취 

수구내면에서 가장 크고 배수구에서 현저히 작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본 조사에서는 취수구의 생체량의 연중 변화가 없었으며 대조구의 청우 여 

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청향올 보여주고 있다. 배수구의 종 다양도 조사에 

서도 여름에 대조구보다 높고 취수구보다 약간 낮온 결과를 볼때 온배수의 

명향에 판한 일반적인 혐상을 뒷받첨 혜주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상업적 중 

요종은 취수구에서 감태와 도박류둥 11종과 감포항에서는 보라우무， 파래， 

작은 구슬산호말둥 10종으로 판찰되었으며 배수구에서는 한종도 판찰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기술되어야 한다. 해초휴는 이동 능력이 없어 환 

경 변화에 대하여 생리척 척용의 성공 여부에 따라 훈포가 결정되며 대체로 

크기가 커서 환경 변화에 대한 명향율 쉽게 육안으로도 식벌이 가능하여 오 

염지표종(Pollution Indicator)으로써의 심도 있는 연구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7) 해양 미생물 

해양 미생물은 다른 생물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르고 종에 따라 환 

경요인에 대한 민감도와 내생 한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혜양 미생물 

의 정량척 분석은 조사 방법에 따라 그결과가 상이하다. 본 조사에서는 일반 

세굵， 일반균류， 분변성 대장란， S려monel1a-Shig，메a끌， Vibrio굵둥으로 대분 

하여 각각 틀린 영양배지에서 배양하여 이률의 생균수률 조사하였다. 

분변성대장균수나 S외monel1a-Shig리la균온 포유동물의 분변이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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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오수의 유입에 의한 것이므로 유역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미생물로 

이용되고 있다. 미생물은 올도가 중가함에 따라 충식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온배수의 영향올 정량화 할 수도 있다. 

본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미생물의 분포가 계절에 따른 수온에 크 

게 영향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광다. 정첨별로는 연안에 가까운 정점들이 

바깥쪽 정점보다도 높게 분포하고 있고 취수구보다 배수구에서의 분포가 훨 

씬 높은 것은 수온 차이때문이다. 이렇게 배수구를 중심으로 한 수온 상송 

지역내에서 수온 상숭에 따른 미생물의 생산성 증가를 총체적인 활동도 

(Bioactivity )중가로 나타낼 수 있는 기법의 개발과 이러한 미생물수의 중가 

가 다른 해양 생태계의 군집구조에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조사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4. 검토결과 

월성 3，4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껄 및 가동시 발전소 주변의 육상 

및 혜양 생태계에 미치는 제반 명향올 평가하기 위한 생태계의 현황조사는 

동일 장소에서 현재 가동중인 1호기 발전소 주변의 생태계를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직접 조사한 것으로써 대부훈이 3년전의 자료이다. 비록 3년 

전의 자료이지만 육상 생태계 혐황은 환청의 큰 변화가 없는 한 자료로써 

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발전소 부지를 중심으로 남.서북 방향 30 km이 

내에 절치한 5개 표준지소와 용수원댐 건쉴 예정지역 빛 석산 개발 예정지 

역에 대한 식물상올 요약하였다. 제시한 현황은 비교적 상세하고， 광범위하 

여 향후 이지역의 육상 생태계의 환경 변화를 재평가할때 비교자료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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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안정되나， 조사항목이 발전소의 건절 및 가동에 따라 육상생태계가 

받올 수 있는 각종 명향을 충분히 감지하여 청량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절정되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과기처 작 

성지칭에 따라 단순히 조사， 나열， 기술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반드시 수 

행할 필요가 있는 생태 조사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혹은 불필요한 조사가 덧 

불여 수행되었는지 구체척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해양 생태계 현황은 3년전의 자료롤 제시하여 신뢰도 측면에서 다소 문 

제가 제기된다. 온배수의 영향이 예상되는 조사지점으로 취배수구와 10개의 

조사정점 그리고 대조구률 선정하였으나 온배수 3차원 모렐식에 의해 밝혀 

진 온배수 확산역에 따른 조사정첨은 아니다. 통식물 플랑크톤 조사에서 밝 

혀진 가장 큰 문제는 채집방법(시기， 장소， 회수 둥)의 선택에 따라 환경변화 

에 따른 생물상 변화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첨이다. 저질에 고착하여 

서식하거나 이동 능력이 없는 저서동불과 해조류는 옹배수의 명향올 확인할 

수 있는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온배수가 이들 생태계에 어떻게 명향올 미치 

고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청첨에서 이들 생태계 혐황만올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온배수가 저서생물에 미치는 명향올 정량화 할 수 있 

는 조사방법과 아울러 국부척인 조사가 보완되어야 한다. 생태계 조사 항목 

중에도 이렇게 세밀한 조사가 펼요한 항목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올 투 

자하여 해양 생태계 현황조사의 목척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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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2 절 인구 및 사회， 경제， 운화 환청 

1. 검토 훈야 

발전소의 건젤 및 가동으로 언하여 주변 지역 사회가 받게 될 인구 및 

사회， 정제， 문화 환경의 영향올 평가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로서 작성된 부 

지 주변의 인구 및 사회， 경제， 문화 환청의 혐황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조사 

내용올 검토한다. 훤자력 발전소 환경명향평가서의 쩨부 작성지첨(파기처 고 

시 제84-8호， 별챔1)에 의거환 검토 분야는 아래와 같다. 

가. 인구 현황 

(1) 부지로 부터 반경 16 km내의 상주 인구 및 유동 인구 

(2) 부지로 부터 반청 16 km에서 80 km 사이의 상주 인구 

나. 사회， 경제， 문화 현황 

(1) 산업 시철， 공공 시절， 도로 및 교통 시셜， 교육 시절， 휴양 시절， 

주택， 지역 개발 계획의 현황 

(2) 역사적， 고고학적， 문화적 장소 및 자연 경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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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요건 

발전소의 건절 빛 가동으로 인하여 명향율 받게 될 주변지역의 인구 및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의 특성율 기술하되 최근 일년 이상의 조사 및 측정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자료의 수집， 조사， 분석에 사용된 

방법이 기술되어야 한다. 인용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가 정부 또는 공공 

기판 둥에서 제시한 자료이어야 하고 그 출쳐롤 명시해야 한다. 

가. 인구 분포 

최근의 인구 조사 자료흘 사용하여 현재의 인구， 발전소 가동 첫혜의 인 

구 및 발전소 수명 기간 중 매 10년 마다의 추정 인구롤 기술해야 한다. 그 

리고 월벌， 계절별 유동 인구의 변화를 또한 기술혜야 한다. 기술 방식은 

대상지역올 원자로를 중심으로 반청 16 km까지， 그리고 반청 16 km에서 

80 km 사이의 두지 역으로 나눈 후， 전자롤 반경 1.6 km, 3.2 km, 4.8 km 

6.4 km, 8 km 빛 16 km의 6개 동심원과 방위각 22.50로 16둥분하여 나누고 

후자를 32 km, 48 km, 54 km 및 80 km의 4개 동심원과 방위각 22.5。로 16 

둥분하여 각 구역별 현째 인구 및 추정 인구롤 기술혜야 한다. 

인구 추정 방법올 제시혜야 하고 특정 추청 방법을 사용한 이유를 기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지 반청 16 km 내의 주요 인구 밀집지를 나타내는 

지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사회， 청제， 문화 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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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문화 환청의 각 항목에 대한 현황 조사는 혐지 확인에 의혜 

수행되거나 정부 또는 공공기판 둥에서 초사한 최신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 

다. 

3. 검토 의견 

가. 인구 현황 

원자로를 중심으로 반청 16 km 내의 지역을 6개의 동심원과 방위각 

22.50.로 16둥분하여 96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 현재(1990)의 인구 

발전소의 가동 첫 해(1998)의 인구 및 가동 후 매 10년 간격의 40년간의 추 

정 인구를 기술하였다. 현재의 인구는 1990년의 인구 주태 총 조사 잠정 보 

고서 및 해당군 통계 연보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단위구역별 인구 산정을 위 

하여 인구 밀집지의 경우 인구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각 

경계 구역의 인구수는 지도상의 가옥수에 비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위 

구역별 인구 산정시 이러한 가정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용자료가 

정부 및 공공기판의 최신 자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인구 추정은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전 주변의 인구 추계를 위하여 장래의 전국 인구수에 대한 추계가 이 

미 완료되었다는 전제하에 대상지역의 인구가 전국 인구와 맺는 회귀 직선 

관계를 구하고 이 회귀직선식올 이용하여 기 추계된 전국 인구수에 대한 대 

상지역의 언구를 추계하는 방법올 사용하였다. 전국의 장래 인구수에 대한 

추계는 통계청이 발간하는 “장래의 인구 추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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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질적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는 조성법올 이용한 추계 

이고 조성법의 기본원리는 기준년도의 인구에 기본적 변동요인인 출생， 사 

망， 인구 이동 둥의 3요소롤 추정， 가감하여 장래의 전국 인구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월성원자력 3， 4호기 건절사업의 청우 필요한 추계인구는 발전소의 가동 

첫해 (1998)의 인구 빛 가동 후 매 10년 간격의 40년간 륙， 2α}8년， 2018년 

2028년， 2038년도의 인구이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의한 연도벌 전 

국 인구수는 아래의 표 2-3과 같다. 표 2-3의 연도벌 인구 성장율은 통계청 

의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지수함수 모멜울 척용， 총 인구수 자료롤 역산하여 

계산한 값이다. 

이 표의 연도별 인구성장율의 변화 추이와 인구 추계 해당년도 사이인 

1990-1998년， 1998-2008년 사이에는 기울기가 각각 다른 션형적인 판계가 

성립함올 볼 수 있어， 이 연도 구간올 대별하여 각각의 연명란 인구 성장율 

을 구하는 것이 바랍칙할 것이다. 2008-2018년 사이의 청우는 선형 관계라 

고 보기에는 편차가 있어 이 연도 구간 역시 구분하여 연I명율 인구 성장율 

올 평가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즉， 29개의 인구 성장율 자료를 포팔하여 

특정 연도 구간의 연평균 성장율을 명가하는 것옹 이 청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는 2021년 자연 인구 

증가율올 0%로 예측하고 있고 그 이후의 인구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예측 

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 추계 년도언 2018-2028년， 2028-2038년 

에 대한 인구 증가율올 보수적으로 가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대상지역의 장기간의 인구 추계는 아래와 같은 전제 및 가정에 바탕하 

여 지역 인구의 변화추세 및 전국 인구의 변화 추쩨롤 기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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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1998년 사이의 인구 성장율은 전국의 도시 및 농촌 인구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초 위에서 명가， 계산되었다. 

- 1990-2018년 사이의 인구 성장율은 연도구간올 1990-1998년， 1998-200 

년， 2008-2018년으로 구분하여 각 연도 구간벌 연명끌 인구성장율이 선 

형으로 변한다고 가정된다. 

- 2008년 이후 모든 단위 지역의 인구 성장율은 각 지역별 인구성장율올 

고려한 각 도별 전체 인구생장율율 따르는 것으로 가정된다. 

- 전국 인구의 연명균 성장율은 통계청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연도 구간 

1990-1998년， 1998-2008년， 2008-2018년에 대하여 각각 0.890%, 0.662 

0.257%가 사용되었고 연도구간 2018-2028년의 청우 자료수가 적지만 이 

를 이용하여 0.024%가 사용되었으며 연도 구간 2028-2038년의 경우는 

그 전 연도구간(2018-2028년) 연평균 언구성장율의 반 값이 이용되었다. 

단위 구역별 장래 인구수의 추계절차는 아래와 같다. 

예측 연도별 전국 인구수의 추계가 이루어진 후 발전소 가동 초기년도 

인 1998년 및 가동 후 매 10년 간격의 40년간의 각 단위 구역벌 인구를 구 

하기 위하여 우션 1970년 부터 1990년 까지의 과거 전국 인구수에 대한 해 

당도별 과거 인구의 1차 회귀칙선식올 구한다. 이 회귀직선식올 이용하여 기 

예측된 해당년도의 전국 인구수를 입력하여 장래의 도벌 인구수를 계산한다. 

구해진 해당 도별 인구수를 같은 방법올 사용하여 과거의 시， 군별 인구 변 

화와 관련시켜 장래의 시， 군벌 인구수를 산출한다. 이 시， 군별 인구수에 지 

수함수 모멜올 적용하여 장래의 시， 군별 연도 구간벌 연평균 인구성장율올 

역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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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조성법울 이용환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연 도 전국 인구수 (명) 인구 생장율1) (%) 

1990 42.869.283 0.93 
1991 43.268.301 0.91 
1992 43.663.405 0.90 
1993 44.056.087 0.90 
1994 44,453.179 0.89 
1995 44.850.801 0.88 
1996 45.247.621 0.87 
1997 45.642.189 0.85 
1998 46.032,839 0.83 
1999 46.415.950 0.80 
2000 46.789.374 0.77 
2001 47.150.376 0.73 
2002 47,496.835 0.69 
2003 47.827.302 α65 
2004 48.139,250 0.61 
2005 48,434.102 0.58 
2006 48.715.035 0.55 
2007 48.983.755 0.52 
2008 49.239.025 0.48 
2009 49,474.095 0.42 
2010 49.683,433 0.36 
2011 49.864.984 0.31 
2012 50.019.094 0.26 
2013 50.148.393 0.21 
2014 50.256.209 0.18 
2015 50.346.444 0.15 
2016 50,420.770 0.12 
2017 50.480.160 0.09 
2018 50.526.214 0.06 
2019 50.558,405 0.04 
2020 50.578.196 0.01 

주 1) 지수합수 모옐율 척용하여 구한 혜당년도의 인구성장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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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군별 장래의 언구수 빛 안구성장율이 산출되면 이에 바탕하여 

단위 구역별 인구를 추계하게 된다. 만일 단위 구역내에 1개 이상의 군이 포 

함되어 있으면 1150,000 척도의 지형도률 이용하여 각 면별 가구수 빛 면적 

비를 개략적으로 추산하고 단위 구역내 포함된 면의 포함비율에 대한 가중 

치를 젤청하여 -이를 인구 분포 가중치라 할 수 있는데- 해당면의 현재 인 

구수에 이 가중치를 곱하여 단위 구역내 현재의 면별 언구수를 구한다. 해당 

군에 속해 있는 면벌 인구수를 합산하여 단위 구역내 군별 현재의 인구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앞에서 산출한 시， 군별 언구성장율올 적용하여 단위 구역 

내 군별 장래 언구수(1998년， 2008년， 2018년， 2028년， 2038년)롤 평 가한다. 

단위 구역내 포함된 군의 장래 인구수를 합산하면 이 값이 단위 구역내 장 

래의 인구수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이 각 구역별 장기간의 인구 추계는 인구 성장율에 대한 몇가지 

가정을 전제로 1970-1990년 까지의 기존 20년 평균치와 통계청에서 추정한 

장래의 전국 인구수에 대한 예측 인구 성장율올 근거로 하여 외삽하여 산출 

한 각 단위 지역벌 인구성장율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각 구역별 장기간의 

언구 중가율 추정치는 장기간의 예흑인바 정확성올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현 

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정치라 판단된다. 다만 원전가동 첫해의 인구는 장 

기칸의 인구 추계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원전의 가동으로 인하여 증가 

가 예상되는 상주 언구를 추정하여 기 추정된 인구에 더하여 장기 예측의 

기본 연구로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전의 가동 첫해의 인구는 인구자 

료중 매년 조사되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년도별 상주인구에 대한 

기존의 10-20년 자료에서 매년도 인구 성장율올 구하고， 이 인구성장율을 선 

형， 외삽하여 구한 8년후의 언구성장율올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다. 

낀
 



부지로 부터 반경 16 km 내의 인구는 1990년의 58，900명에서 2038년의 

52，473명으로 48년 사이에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형가되었는데， 이는 반경 

16 km내의 인구 중가율이 옴수값인 융.면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부 

지 반청 16 km내의 옵.면별 인구는 그림 2-1에 나타나 있고， 주요 인구 밀 

집지는 경주군 외동융， 감포융과 울주군 농소면 둥이다. 부지로 부터 16 km 

내의 각 구역벌 인구 혐황온 그림 2-2 - 그림 2-7에 나타나 었다. 

부지가 위치환 청주군은 6개의 경주 국립공원지구가 형생되어 있고 5개 

의 해수욕장(봉길， 판성， 나정， 오류， 나아 혜수용장)이 있어 경주군내 연간 

유동 인구수는 약 100만명 정도인데， 이중 약 58만명이 계절에 판계없이 청 

주 국립공원을 찾는 방운잭이고 약 42만명온 주로 여룡철에 혜수욕장율 찾 

는 휴양잭이다. 이러한 유동 인구 조사는 혐지 조사 및 공공기판에서 발행한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지로 부터 반청 16 km에서 80 km 사이의 상주인구는 1990년의 636 

만명애서 2038년에는 811만명으로 48년 사이에 174만명이 충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증가는 부지 반청 80 km 내에 부산직할시， 대구칙할 

시， 울산시 및 포항시 둥의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이러한 대도시의 인구 

증가 경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반청 16 km 에서 80 km 사이의 각 

구역별 장기간의 인구 추계 역시 부지 반청 16 km 내의 장기간의 인구 추 

계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여 장기간의 빼측으로 인한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혐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청치라 판단된다. 다만 원전 가동 첫혜 

의 인구는 장기간의 인구 추계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가동 첫해의 부지 

로 부터 반경 16 km 에서 80 km 사이의 상주인구도 앞셔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랍칙하다고 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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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 청제， 문화 현황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의 각 항목에 대한 혐황 조사는 발전소 부지 주변 

반경 8km 내에 위치하는 경주군올 중심으로 1990년도 군의 통계연보 빛 

혐지조사를 기초로 하여 수행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환경 명향 평가서의 세 

부 작성 지첨(과기처 고시 제 84-4호， 벌청 1)에는 사회， 청제， 문화 현황조 

사에 대한 조사대상 지역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원자력 발전 

소 주변 환경 조사지첨 (과기처 고시 제 85-5호， 벌첨1)은 비교지점에 대한 

대상지역올 명시하고 있는데， 비교지첨온 부지 반청 16 - 32 km 사이의 최 

소 풍향 풍하 지역으로 되어 었다. 부지 비교 지첨은 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영향이 없다고 칸주되는 지점이고， 사회， 경제， 문화의 현황조사 또한 일반 

환경뿔 아니라 방사능 환경에 대한 것올 포함하는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부 

지로 부터 최소 16 km 내의 현황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본 영향 평가서의 현황조사는 공공기판의 통계연보 및 혐지조사를 기 

초로 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척절하나 대상 조사지역올 최소한 부지 반경 

16 km로 하여 반경 8 km - 16 km 사이의 혐황조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 

다. 

(1) 사회， 경제 혐황 

1) 산업시껄 

부지로 부터 반경 8km 내의 산업시철은 9 개소이고 모두 종업 

원 100인 이하의 영세업체이다. 업종별로는 지역특성과 관련 있는 수산물 냉 

29 



동， 비금속 팡물업 둥이다. 부지 인접 지역인 양남면내에는 산업시껄이 전혀 

없는 실정이나 부지 남쪽 약 6km 지점인 수렴리 일대의 약 3만명 정도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자동차 부품업체 풍을 유치할 계획이다. 

2) 공공시절 

경주군내 상수도 보급율온 군의 총인구 대비 22%로 여천히 낮 

은테 이는 군내 12개의 융.면중 상수도 혜택율 받고 있는 지역이 감포옵， 안 

강융， 건천옵， 외동옵의 4개 융 지역뿔이고 그 밖의 면지역은 모두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 부지 인접 지역인 양남면의 청우 간이 급수시껄이 하 

천변 곳곳에 껄치되어 있고， 이 시절들율 이용하여 하천수 및 계곡수롤 소 

독， 급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간이 급수시설의 보급율은 86%에 이르고 

있고， 향후 상수도 보급율이 높아진다 하여도 융지역에 국한될 것이기 때문 

에 면 지역의 청우 간이 급수시껄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청주군내 하수도 

보급 지역 또한 융지역들에 국한 되어 있어 배수 인구 기준 하수도 보급률 

또한 55%로 낮은 실정이다. 부지 주변 지역옹 서고동저 지형으로 대부훈의 

강수가 서쪽 산지 유역에서 훌러 주변 하천 지역올 거쳐 동혜로 유입된다. 

앙남면의 경우 하서리와 나아리 일대에 도로롤 따라 측거가 다소 개껄되어 

있다. 

관공서의 청우 청주군은 지방행정관서 147ß소， 청찰 파출소 14개 

소， 소방 파출소 1개소 빛 의용소방대 17개소를 포함하여 총 89개소가 있다. 

주요 판공서인 군청 빛 보건소는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고， 도 사업소 빛 소 

방파출소는 안강융에， 교도소는 내남면에， 경주군 수협은 감포융에 위치하고 

있다. 발전소가 위치한 양남면의 경우 면사무소 1개소， 경찰 지서 1개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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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소방대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우체국 1개소 빛 농협 1개소 둥이 있는떼 

이 모든 공공시절은 면 소채지인 하서리에 었다. 

경주군내 의료기판은 총 57개소이고 54명의 의사를 포함하여 약 

200여명의 의료인이 근무하고 있다. 안강융에 50석의 병상올 갖훈 병원이 있 

고， 의원 13개소， 한의원 8개소， 치과의원 5개소가 군내에 개설되어 있으나 

이러한 병원， 의원온 융단위 지역에 몰려 있다. 발전소가 위치한 양남면의 

경우 병상수가 1개 뿔인 병진의훤과 보건지소 1개소， 보건 진료소 2개만이 

개설되어 있올 뿔이다. 

3) 도로 및 교홍시절 

부지로의 주 접근로는 그림 2-8의 도로망도에서 보듯이 31번 국 

도와 4번 국도인데， 31번 국도는 울산시로 부터 부지로 통하고， 4번 국도는 

청주시로 부터 전촌리에서 31번 국도와 연결되어 부지로 통하거나 양북면 

어일리에서 929번 지방도와 연철되어 부지로 통한다. 한편 경주시로 부터 울 

산시를 연결하는 7번 국도가 부지 주변올 판통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절차량 및 인력 수송차량에 의해 교통량 중가가 예상되는 도로 

는 31번 국도와 4번 국도이다. 31번 국도와 4번 국도의 통행량은 각각 대본 

삼거리 및 양북 검문소 삼거리를 기준 지점으로 하여 1989년 9월 부터 1990 

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계절별로 조사되었는데 31번 국도의 연1명굵 12시간 

교통량은 숭용차 환산단위로 1,850 PCU였고， 4번 국도의 연평균 12시간 교 

통량은 2,480 PCU였다. 계절별로는 31번 국도의 년평균 12시간 교통량이 봄 

철에 2,500 PCU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번 국도의 청우도 역시 봄철에 

2β90 PCU로 가장 높게 나타냈는데 봄철 조사당일의 첨두시간대인 오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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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6시 사이의 교통량은 352 PCU/시간 이었다. 조사된 두 지첨 모두 농 

촌 지역에 비해 교통량이 많은 편이고 륙히 숭용차가 절대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관광철의 경우 부지 인근의 문무대왕릉올 판광하기 위한 단체 판광 

버스가 하루 30-40대 정도 집중되는 청향올 보였다. 

교통량 조사와 판련하여 조사 횟수는 기준 지점별 연 4회 즉 4 

일 밖에 되지 않아 조사자료의 대표성이 보완되어야 하고， 계절별로 조사가 

수행되었다고 하나 5월에 조사된 자료를 여륨철 교통량 조사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사자료의 대표성을 보안하기 위하여 조사 횟수가 증가되어야 

하고， 조사자료의 계절별 대표성율 위혜서는 조사시점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판단된다. 

4) 교육시설 

경주군내의 교육기판은 유치원 46개교， 국민학교 60개교， 중학교 

10개교 및 고둥학교 10개로 총 126개교이나 전문 대학이상의 고둥교육기관 

은 없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21.7명， 국민학교 23.3명， 중학교 29.2 

명， 고둥학교 21.5명으로 적은 편이다. 부지가 속한 양남면내의 교육기관은 

유치훤 3개교，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유치훤 30.1명， 국민학교 20.8명， 중학교 17.4명으로 역시 객은 현이다. 

5) 휴양시껄 

부지 인군 휴양시셜로는 양남면， 양북면， 감도융 일대의 해안선 

올 따라 1991년 개장한 나아해수욕장올 비롯하여 5개의 해수욕장이 있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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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왕 수중릉이 위치한 부지 북쪽에 근접해 있는 대본지구는 경주 국립공 

원 중 하나이다.5개 해수욕장의 성수기 이용책수는 약 42만명이고 가장 많 

이 이용하는 봉진 해수욕장의 경우 일일 최대 이용잭수가 약 2만명이 된다. 

5개의 혜수욕장 모두 야명장， 샤워장 둥의 시셜올 갖추고 었다. 경주 국립공 

원 대본지구의 방문책수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된다. 

6) 주택 

경주군의 주택수는 1990년 기준 33，484호， 주택보급율이 95%로 

서 매우 양호한 편이나 입식 부엌， 수쩨식 화장질， 목욕실 둥의 변의 시껄올 

갖춘 주택은 전체의 약 5%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시절면에서는 낙후되어 있 

다. 부지가 위치한 양남면의 청우 가구수 2,081, 주태수 2，188호로 주택보급 

율은 100%를 초과하고， 주요 주거 분포지는 읍사무소가 위 치한 하서리를 포 

함하여 옵천리， 나아리， 수렴리 둥이고 31번 국도변과 하천변 농청지를 따라 

부람올 이루고 었다. 

7) 지역 개발 계획 

발전소가 위치하게 될 청주군 양남면에는 도시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양남면은 혐재의 규모와 구조 및 입지적 

여건으로 보아 향후 20년 내에도 크게 발전할 소지는 없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 산업올 위주로 하는 배후 농촌 지역과 도시 계획 구역내 일부 농 

수산업과 한국전력에 종사하는 3차 산업인구를 적정 수준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공급， 처리시설을 완성함으로써 농촌 중심 기초 생활 단위시로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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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다. 발전소 건껄 사업 외 대단위의 지역 개발 계획은 없는 것으 

로보인다. 

(2) 문화 현황 

발전소 부지 주변의 주요 문화재로는 북북서 방향으로 6km 지점 

인 양북면 용당리에 국보 112호인 캄온사지 3충 석탑이 있고， 북북서 방향으 

로 15 km 떨어진 기림사내에 각각 보물 415호， 883호인 기림사 건필보살좌 

상과 기림사 대숙광천이 었다. 기림사내에는 이밖에도 보물 958호인 소조비 

로 삼폰불상 및 보물 959호인 비로함라불복전객이 있다. 그리고 부지로부터 

북북동 방향으로 3 km 지점에 사척 158호인 문무대왕릉과 사척 159호인 이 

견대가 있다. 

4. 검토 철과 

발전소의 건껄 및 가동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 사회가 받게 될 인구 및 

사회， 경제， 문화 환청의 명향율 명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현황 조사는 

현지 조사 및 정부 또는 공공기판의 조사 자료에 근거하고 었기 때문에 척 

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 청제， 문화의 혐황조사는 일반 환청뿔만 

아니라 방사능 환경에 대한 것올 포함하는 기본 자료이기 때품에 대상 조사 

지역올 최소한 부지 반청 16 km로 하여 반경 8km - 16km 사이의 혐황조 

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지 주변 교통량 조사와 판련하여 조사 

자료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 횟수가 중가되어야 하고， 조사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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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철벌 대표성올 위해서는 조사시점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전 가동 첫해의 인구는 장기간의 인구 추정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 

에 원전의 가동으로 인하여 중가가 예상되는 상주인구를 추정하여 기 추정 

된 인구에 더하여 장기예흑의 기본 인구로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전 

가동 첫해의 인구 추정시 펼요한 인구 성장율옹 인구 자료중 매년 조사되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년도별 상주인구에 대한 기존의 10-20년 자료 

에 근거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칙하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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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부지로 부터 16 km 이내의 1990년 인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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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부지로 부터 16 km 내의 1998년 인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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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부지로 부터 16 km 내의 2008년 인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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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부지로 부터 16 km 내의 2018년 인구 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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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부지로 부터 16 km 내의 2028년 인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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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부지로 부터 16 lan 내의 2038년 인구 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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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2 철 발전소 건철이 환경얘 마치는 영향 

1. 검토분야 

발전소 부지 준비 작업 및 건철이 주변 지역의 생태계， 인구 빛 사회 경 

제 환경 둥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결과률 검토한다. 

가. 생태계에 미치는 명향 

(1) 육상 생태계 

(2) 혜양 생태계 

나. 인구 및 사회 경제 환청에 미치는 앵향 

(1) 주거， 교통 둥에 미치는 명향 

(2) 유입 노동 인구에 의한 명향 

다. 기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문화재 및 경판에 대한 명향 

(2) 대기질에 대한 명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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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요건 

월성 원자력 3，4호기의 건절과 판련하여 부지확장， 혜안 구조물의 충절， 

용수원댐 건껄 빛 골재채취로 인한 육상 및 혜양 생태계에 미치는 명향 평 

가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발전소 부지 준비 작업 및 건껄이 환경에 미치는 

명향올 평가하기 위하여 부지 준비 작업 빛 건절 작업의 방식， 규모에 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명향원을 절정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각 명향 평가의 

철과는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평가 방식의 타당성이 제시 

되어야 한다. 평가 컬과는 해당 항목에 대한 국내 법규상의 배출 기준 혹은 

환청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검토의견 

가. 생태계에 미치는 명향 

(1) 육상 생태계 

1) 식생의 훼손 

3，4호기 발전소 추가 건절을 위한 부지확장 공사로 인환 나아리 

농경지 홉수， 용수훤댐 건절에 따른 농청지 수몰 및 석산 개발시 식생 제거 

로 훼손 빛 감소되는 현존 식물량과 연순생량을 표 2-4에 요약하였다. 

월성원자력 3， 4호기 종철 공사에 따른 식생의 훼손은 이미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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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공사과정에서 건셜부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명가서에 보고된 바로도 부지 경계선 확장， 용수원댐 

건철， 석산개발 둥 일부 빼손 요인에 따라 농경지， 산림의 일부가 잠식당혜 

녹지 자연도 둥급이 다소 낮아지고 혐존 식물량 및 연 순생산량의 부분적인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건절 및 가동이 주변 산림 

의 육상 생태계에 미치는 충격율 환석하는 본 환갱영향I명가 방법온 재고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석연료훌 이용하는 발전소나 기타 산업시셜과 

는 달리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농의 대량 누출에 따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는한 육상의 식물 생태계에 주는 충격이 미미할 것이며 이보다는 훨전 

이 인근 주민에 미치는 막연한 불안심리률 어떻게 혜소하느냐 하는 판점에 

서 육상 생태계률 척철히 이용하는 방안율 모색하는 것이 합리척이라 생각 

한다. 륙 훤자력 발전소가 식생에 주는 영향보다 주변 자연 식쟁의 풍치 경 

판율 육림올 통혜 개선하여 줌으로서 거꾸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혐오감 

이나 그릇된 인식올 개션혜 주는 방향 모색이 보다 바랍칙한 명가 방향이 

될 것이다. 이와 함째 혹시 있을지 모르는 병충해， 산화， 연혜， 인간에 의한 

오염 둥이 훤자력 발전소의 건절 또는 가동에 따른 명향으로 오해받지 않도 

록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셜시 교통량의 증가때문에 수반되 

는 소옴， 진동의 명향， 자동차 배기가스의 명향， 환진량의 증가둥이 동식물에 

명향올 줄 것이나， 명향은 미비하여 발전소 건껄 완료시 곧 복원되리라 얘상 

된다. 또 채석장 폭파시 야생동물의 일시척 이동이 t매상되나， 채석장 규모가 

작으므로 피해는 아주 척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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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월성 원자력 3, 4호기 건철에 따른 

지역별 혐존 식물량 및 연순생산량 감소량 

3, 4 호기 건절시 감소량 

지 역 

혐존식물량 (톤) 연순생산량 (톤/년) 

나아리(부지) 지역 693 172.5 

용수원댐 지역 1,680 670 

석산 개발지역 1,006 77.5 

계 3,379 317.0 

3) 골재 채취시 하천 생태계 파괴 

월성 원자력 3， 4호기 건껄시 소요 골재량은 조골재가 약 400,000 

m3, 세골재가 30,000 m3으로 총 700,000 m3청도의 골재가 소요되며 이들 대 

부분이 발전소 인근 3대 하천인 대종천， 나아천， 하서천에서 채집하게 된다. 

다행히 나아천은 평수시 건천상태이며 대종천과 하서천은 하폭이 넓고 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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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라서 우기롤 제외할 청우， 비유수 하상에서의 골채 

채집으로 인한 탁도 발생 가능성온 없다. 허나 플째를 션별하는 과정에서 골 

재에 불어 있는 미세 첨토업자롤 선별시 사용한 배수롤 하천으로 방류하게 

되면 심한 탁도가 유발되어 수중의 부유물질이 충가하여 하천 생태계에 막 

대한 피해가 예상됨으로 탁도 발생에 대한 척절한 저감방안의 수립이 보안 

되어야 한다. 

4) 용수원댐 건셜 

향후 월성 원자력 3, 4호기가 건껄될 경우 부족 용수량을 공급하 

기 위하여 하서천의 중상류부인 청주군 양남면 석폰리 명대교 하류부근에 

유효저수용량 3.656 x 106 m3 의 용수원댐(공급능력 15,000 m3/일 )올 축조 

하여 발전소까지 약 13.2 km률 자연 유하식으로 송수판율 매껄하여 용수률 

확보할 계획이다. 용수원댐 건껄과 판련하여 양질의 용수률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온 댐내 저수한 수질율 어행게 보전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만약 부명양화 혐상이 심화되어 오염된 용수가 공급훨 청우 막대 

한 정수비용으로 기인된 청제객인 손실올 부담하지 않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서천 중상휴부에 건절을 계획하고 있는 용수훤댐이 비 

록 크기는 작지만 댐 판리 운명에 판한 사항 제반 사항이 보완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보완사항은 다옴과 같다. 

<D 용수원댐 담수후 부영양화 단계 t뼈홈 및 방지대책 수립 

댐의 부영양화 원인용 댐안(內)의 오염원과 댐밖(外)에서 유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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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염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촉조한 댐의 정우 댐안의 오염원은 수몰지 

역에 있는 각종 오물， 재래식 확장실 분뇨， 가축 축사 분뇨， 농정지에서의 폐 

기물， 기타 일반 및 특정빼기물과 첨수되는 수목과 초본류로 부터 엄청난 유 

기물과 인이 용출되어 담수전 부터 댐안에 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 

량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 용수훨댐 상류 

유역의 점원과 비첨원 오염원으로 부터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의 구체척인 조 

사가 보완되어야 한다. 

질문 WTI-2.다.-2의 답에서 용수원댐 저수지 상류 유역의 총인 

발생량과 축조 예정지점에서 총인농도(0.027 mg/l)를 참고하고 수몰에 언한 

댐상류 취락 중섬지가 이동함에 따라 댐상류의 오염부하량야 혐재보다 많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여 Vollenweider 모탤올 적용， 암계 인 부하량 판정기 

준과 비교해 볼때 향후 용수원댐온 중 명양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한 것올 

볼때 용수원댐의 부영양화 단계 예측 수질 보전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 건절후 용수원댐 운명이 하서천 하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하서천의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척정 하천 유지 방류량을 결 

정하고 각 수기별 (갈수기， 명수기， 홍수기) 주요 구간에서의 수질올 예측하 

기 위한 수질예측 모웰링 실시를 보완하여야 한다. 모웰링의 입력자료로써 

하서천 주변의 오염훤 조사와 기존 빛 계획된 환청기초 시껄(폐·하수， 오수， 

축산폐수 및 분뇨， 혜기물 처리시셜)의 최적 운명 방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또 명혜와 안개일수 중가에 따른 댐하류 농작물 피해에 판한 답변 WTI-2. 

다.-4에서 냉해 피혜의 경우 월류되는 저수지의 표충수를 댐하류로 방류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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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냉혜 피혜가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갈수기시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안개일수 증가의 피혜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보다 

과학적인 자료의 제시를 통한 얘혹이 요구된다. 

@ 용수원댐 건젤중 하서천 하류 수질에 미치는 명향 검토 

댐건셜 사업시행 준비작업， 가령， 진입로 건절， 댐건절 지첨 임목 

벌채 빛 표토제거， 도수로 건컬 및 공사용 가절비 풍으로 언한 수질오염이 

하서천에 미치는 명향의 검토가 보완되어야 한다. 용수훨댐 축조시에 발생되 

는 토사유출올 막기 위하여 댐 축조 지정 상류에 가물막이 댐올 축조하고 

가배수 터널을 젤치하여 토사유출 방지를 계획하고 있어 실현 가능한 대안 

이라 판단된다. 용수원댐 건셜사업으로 언한 불가피한 환경에의 명향， 저감 

방안 빛 대책， 하서천 수질보전을 위한 감시계획 둥이 본 보고서에 보완되어 

야한다. 

(2) 해양 생태계 

월성 원자력 3， 4호기 건절과 판련하여 냉각 혜수의 취·배수구를 위 

한 취수로， 배수로 축조 및 연장 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질이 주변 해양생태 

계에 미치는 명향올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해안 구조물 축조 공사에 투입되 

는 사석 및 준컬량은 다옴 표 2-5와 같이 추정된다. 기초 사석과 피복석이 

대략 350，000톤 정도가 루입되면서 발생되는 토사류는 공사상 주변 혜수롤 

혼탁시키게 된다. 따라서 혜수의 혼탁으로 저서동불과 해조류의 서식지 빼손 

등의 칙접척인 명향과 탁도충가에 따른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 감소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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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척인 명향올 무시할 수 없다.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류퉁 부유물질의 양 

은 퇴적물의 특성， 유속， 준절장비， 1일 작업 강도와 작업 내용에 따라 결정 

되는데， 기초 취수로 촉조 공사시 건절 자료롤 토대로 평균 작업 강도로써 

사석류(기초사석 + 피복석) 투입공사에 507 m3, 수로 준껄 공사는 약 110시 

m3j일의 작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올때 단위시간당 부유물질 발생량 

은(보고서 표 4.가-7 참조) 시간당 333 kg으로 추정된다. 부유물질 확산올 2 

차원 모렐식올 사용하여 예측한 컬과 오탁 방지망올 껄치할 청우 1 ppm 농 

도 중가역이 배수로 공사 지점으로 부터 북쪽 2.7 km , 취수로 지점 남쪽으 

로 1.5 km, 외혜쪽으로 약 1 km 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해류에 

서 부유물질의 이동은 물리 해황 및 해양지질상(해안션， 해저지형， 해안 구 

조물， 조석， 해조류， 파랑， 수온， 해저퇴척물 둥)에 따라 크게 화우함으로 3차 

원 Mod려식올 적용하여 부유물질의 확산 범위를 다시 검증한 후 주변 생태 

계에 미치는 영향이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볼때 취·배수구로 방파 

제가 신축될 경우 발전소 주변 해역의 퇴적 환청의 변화를 유발하여 저서동 

물의 군집， 분포， 생물량에 영향올 줄 것이며 그 범위는 신절 방파제를 중심 

으로 남북으로 2-4km, 폭 100 - 200 m 정도로 예상되어 이 범위내에 위 

치한 어장 경북 9호， 10호， 325호， 1692호， 1247호 둥 15개 어장이 칙칸접으 

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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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취배수로 촉조 빛 충컬 공사 내역 

( 단위 : m3 ) 

기초사석투입 피복석투입 
준 셜 

(0.06m3급이 하) (1.2m3급이하) 
토 사 연암류 

북방파제 연장 및 
102,500 10,800 

촉조 

남방파제 축조 157,500 30,800 

수로건절 980 28,170 

가체 철제 축조 39,000 4,000 

합 계 299,000 45,600 980 28,710 

있
 



나. 인구 및 사회 경제 환청에 미치는 영향 

(1) 인구 

대상 사업에 투업훨 노동 인구 빛 그 부양가족으로 인하여 발전소 

가 위치할 양남면의 인구수는 월성 원자력 3， 4호기 건절 인력 투입계획에 

의거하여 최대 인력 투입해언 1996년에 약 3，930명 정도 중가하는 것으로 추 

산되었다. 그리고 본 사업온 1997년에 완공되는 월성 원자력 2호기 건절사업 

과 중첩되어 2호기 건설공사로 인한 양남면 인구수의 중가가 또한 고려되었 

는데， 2호기 건절공사로 인한 1996년의 양남면 인구수의 증가는 약 970명으 

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대상 사업의 최대 인력 투입해인 1996년에 양남면의 

혐지 인구수는 약 4，900명 정도 중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월성 

원자력 2호기 빛 3, 4호기 건절 사업의 미시행시 양남면의 자연적 인구 변화 

에 근거한 1996년의 양남면 인구수는 약 5，260명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수치 

는 1985년 부터 1990년 사이의 청주군내 인구변화용에 기초한 것이다. 그 이 

유는 양남면내 최근 5년간의 인구 변화율이 매우 불안정하였기 때문이고， 따 

라서 이러한 추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 인력 투입혜인 1996년 양남면의 예상 총인구수는 사업 미시행 

시의 인구수 5，2601청에 유입인구 4,900 명올 더하여 약 10，200명으로 추정되 

었다. 이는 최대 인력 투입혜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따라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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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경제 

대상사업은 월성 원자력 1호기 건절시 이미 확보된 부지에 건절될 

것이나 원자력 3, 4호기에 대한 제한 구역의 실청으로 언하여 추가 부지 확 

보 빛 이에 따른 이주 주민이 발생한다. 기폰 원자력 1, 2호기에 대한 제한 

구역은 발전소 격납 건물로 부터 약 900 m 까지 동심원상의 거리내로 껄정 

되었는 바， 이를 원자력 3， 4호기에 적용할 청우 부지 남쪽의 나산 국민학교 

를 포함한 나아리 일부지역이 제한 구역내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 거 

주하는 약 60여 가구의 이주가 불가피 한데， 본 명향형가서에는 부지 확보 

및 주민의 이주 대책에 대한 째부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 

완이 요청된다. 

원자력 3, 4호기 건셜 빛 원자력 2호기 건셜로 언한 양남면부근의 

인구 중가는 약 5，000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약 80%가 외지 후입 인구라 가 

정하면 외지 투입 인구는 약 4，000명이다. 외지 후업 인구 충 약 50%가 기 

존의 인구 밀집지인 청주， 울산 빛 감포융으로 부터 후입되고 이 인구중 약 

반정도가 기존 주거지로 부터 건껄 현장까지 통근한다고 가정하면 외지 투 

입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약 3，000명의 외지 인구에 대한 주거 문제가 발 

생할 것이다. 본 명향 형가서는 이에 대혜 1992년 부터 1995년 까지 신축 계 

획으로 있는 한전사택 계획안에 근거하여 500여명의 건껄 인력올 수용할 혜 

정이라는 계획안올 제시하고 있어 나머지 2，500여명의 주거확보 빛 주거환청 

에 미치는 명향올 도외시 하고 었다. 따라서 주거확보에 대한 대헥 또는 계 

획이 보완， 제시 되어야 하고 주거 확보의 기촌 주거지에 미치는 주거 환경 

에 대한 영향도 명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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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 3, 4호기의 건철로 인하여 기존의 제한 구역 경계선이 

외곽으로 확장되면 부지 후면쪽에 위치한 재학생수 370명인 나산 국민학교 

및 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올 수렴， 반명하여 나산 

국민학교의 이주 계획이 상쩨히 수립되어야 할 것인바， 이주 대상지는 제한 

구역 외팍의 나아리 또는 융천리 지역중에서 통학거리가 1 km 이내언 장소 

롤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발전소의 건절에 후입될 외지에서의 유입인구는 

많으나 공사의 시한성 및 현지 주거 환청둥율 고려할때 건절 참여 인력의 

상당수는 가족올 동반하지 않올 것이다. 따라서 혐지 체휴 건껄 인력의 약 

20%가 가족올 동반한다고 가정하면 발전소가 위치하는 양남면내 학생수의 

중가는 약 180명 정도가 된다. 그런데 양남면내 국민학교는 나산 국민학교를 

제외하고도 3개의 국민학교가 있고 이 3개의 국민학교는 학년당 학급수가 1 

학급정도이고， 면내 유얼한 중학교인 양남 중학교의 경우 교사 1언당 학생수 

가 17.4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기폰 교육 시절로도 충훈히 수용가능 하기 

때운에 교육에 미치는 명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2호기 및 원자력 3，4호기의 건셜에 따른 유발 교통량은 최대 

투입 인력언 일일 5，000명중 통근버스 이용자 비율올 60%로 가정할 청우 

출， 퇴근에 의혜 버스 약 67대 정도의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고， 기자재 및 

골재 운반 차량이 동일 시간대에 집중될 청우 최대 유발 교통량은 1시간에 

약 94대가 된다. 발전소의 건절로 인한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원자력 2 

호기 빛 원자력 3, 4호기 건절 공사가 중복되는 1993년 - 1997년중 중칸 년 

도언 1995년올 기준으로 사업 미시행시의 장래 교통 여건 분석과 대비한 결 

과 약 13.5% 증가될 것으로 혜측되어 그 명향온 크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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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환경에 미치는 명향 

본 발전소에 인접한 주요 문화째로는 국보 112호 감온사지 3충 석탑과 

사척 158호 문무대왕릉， 사척 159호 이견대가 있으며， 발전소 1호기 건껄시 

이미 본 발전소의 부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발전소 건셜 부지에 매장 문화 

재가 출토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골재 채취 장소는 양남면 나아천， 하서 

천， 대종천 및 경주시 동천이므로 하천에서 문확재가 출토될 가능성은 없올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사업 시행 중 매장 문화재가 출토될 때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부지 주변에는 문무대왕룡， 감온사지 빛 봉 

길， 나청， 수렵 혜수욕장 둥의 위락 청판지가 폼포하나 본 발전소 건물 축조 

및 건절 재료원 채취 둥의 건껄 행위로 인하여 이들 부지 주변의 시절을 훼 

손하거나， 간접적으로 시셜 이용자에게 미치는 명향은 없올 것으로 판단된 

다. 발전소의 건절로 인혜 부지 주변의 시각척인 청판의 질은 저하될 수 있 

으나 이는 지상 구조물의 촉조에 따른 불가피한 명향이다. 

건껄 공사시 투입되는 장비 및 차량에 의해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부지 주변에 미철 앵향이 평가되었다. 월성 원자력 3，4호기 환경명향형가서 

는 발전소 부지 주변 지역의 환청기준 항목(아황산 가스， 질소산화물， 부유 

분진， 일산화탄소， 옥시단트， 탄화수소)의 대기질 현황조사시， 측정 지점을 부 

지 주변의 인구 밀집 지역과 부지에서의 방향 및 거리둥올 고려하여 3곳올 

선정하였다고 하나 측정 지점수가 매우 척을 뿔만 아니라 이 3곳은 임의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건철 공사로 인한 대기질의 예측시 최 

대 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지첨이 현황조사시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런 이유로 하여 월성 훨자력 3, 4호기의 건절 공사로 언한 대기질 앵향 얘측 

시 최대 추가 농도의 발생 방향옹 부지 북동쭉이고， 북북동 방향의 부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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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인구 밀집 지역이 었옴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의 배청농도는 혐황 조사시 

측정 지점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 남쪽 방향의 인구 밀집 지역인 

나산 국교의 배경농도률 합산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지 주변 지역의 환청기준 항목에 대한 혐황조사시 측정지점은 

적어도 8km 반청내 인구 밀집 지역올 중심으로 측정지점의 수를 늘려 최 

소한 인구 밀집 지역의 배경농도는 흑청되어야 할 뿔만 아니라， 측정 지점의 

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부지에 맞는 최척 확산 모멜올 이용하여 년중 기장 

조건에 따라 건철 공사시 최대 추가 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방향올 선정하 

여 이 방향상의 적어도 8km 반청내 인구 밀집 지역 풍에서 배청농도가 측 

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흑청기간 중의 환청기준 항목에 납이 포함되어 었지 않았기 때 

문에 대기질 현황 조사시 납온 누락되었는데， 환청 정헥 기본법은 본 심사 

기간 중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되어야 하리라 판단된 

다. 

건절 공사로 인한 추가 농도롤 예측하기 위한 대기질 예측 모멜링의 적 

용타당성을 검충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의 대기질 현황은 모멜링에 의해 추정 

되지 않았다. 따라서 발전소 건셜 지역올 중심으로 반청 8km 이내에는 년 

간 고체 환산 연료 사용량 1,000 톤/년 이하인 4， 5종 업체가 대부분이고 31 

번 국도률 통과하는 차량이 일일 1，584대이고 이는 전국 일반 국도 평균 차 

량 대수의 23%에 해당하는 정도이므로 대기질이 양호하다는 정성적인 명가 

만이 수행된 것이다. 그러나 부지 주변 지역에 대해 오염원 빛 오염물질 배 

출량은 챔 오염원， 면 오염원， 이동 오염훤 풍으로 구분하여 조사， 추정되어 

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선원 항올 기본으로 하여 대상 지역의 대기질 혐황이 

모웰랭 되어야 건설공사로 인한 대기질의 추가 농도 예측 모웰링의 적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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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생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컬 공사로 언한 주변 지역의 대기질 영향 평가률 위해 대상 오염원은 

2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건절 장비 및 차량에 의환 오염물질의 배출과 골재 

채취 및 운반에 따른 비산분진이 그 두 오염원이다. 건절 장비 및 차량에 의 

한 대상 오염물질은 아황산 가스， 질소 산확물(NO， NOz), 부유분찬 만이 언 

급되었는데， 차량온 탄화수소 빛 납의 배출원이기 때문에 탄화수소 빛 납 항 

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건절 공사로 인한 주변 지역의 대기질 명향 예측율 위하여 사용된 미연 

방 환경청의 RAM 모멜은 대기질 명향 명가률 위한 규제용 모웰이지만 이 

모탤은 단기 (short-따m) 확산모웰이고， 따라셔 6년간의 건절 공사로 인한 

대기질 명향 평가는 장기척이기 때문에 년간 부지 주변 기상 데이타롤 사용 

하여 장기 Oong-따m) 확산 모웰율 척용， 혐실척인 명가률 하여야 한다. 그 

리고 RAM 모멜은 또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각각 적용되는 2가지 모 

드가 있는데 명향 평가서는 이에 대혜 언급이 없다. RAM 모멜은 두가지 지 

역에 모드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지만 주로 도시 지역에 적용이 선호되는 

모웰이다. 따라서 사용된 RAM 모웰은 발전소 부지 주변의 복잡한 지형에 

대해 검중된 모웰이 아닐 뿔만 아니라， 단기 대기 확산 모웰이기 때문에 적 

합하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하여 대기질 현황， 건셜 공사로 인한 대기질 명향온 

재조사， 재평가， 채기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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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컬과 

가. 생태계에 미치는 명향 

(1) 육상 생태계 

월성훤자력 3, 4호기의 건절과 판련하여 부지 확장， 용수원댐 건설 

및 석산개발로 인한 식생제거는 총 3379론의 혐존식물량 확괴와 연 317톤의 

순생산량 감소롤 가져오게 되며 이러한 명향온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3， 4호기 추가 건껄시 교통량의 증가때문에 수반되는 소옴， 진동의 

명향， 자동차 배기가스의 명향， 분진량의 충가둥이 동식물의 서식에 영향올 

줄것이나 명향은 미비하여 발전소 건껄 완료시 곧 회복되리라 예상된다. 

골째 채취시 골재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탁도 발생에 대한 적절한 

저감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부족한 용수공급율 위하여 하서천 중상류부에 축조 계획인 용수원 

댐은 비록 크기는 작지만 댐의 부영양화 험상올 저지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판리 대책이 수립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용수원댐 담수후 부명양화 단계 예측 빛 방지 대책 수립 

둘째， 건껄후 용수원댐 운명이 하서천 하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검토 

셋째， 용수원댐 건절 중 하서천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검토와 용수원 

댐 건절 사엽으로 인한 불가피환 환청에의 명향， 저감방안 및 

대책， 수질보전을 위한 감시계획 둥의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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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혜양 생태계 

발전소 건절이 혜양생태계에 미치는 명향에 대혜서는 서식지 빼손 

(저서동물 빛 해조류)， 부유물질의 충가로 인한 팡합성 감소 (식물성 플랑크 

톤) 둥을 들 수 있다. 준껄에 의혜 파괴된 서식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른 생물군이 점유하게 되어 그 명향이 무시하여도 좋다고 컬론 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컬론온 매우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파괴된 서식지에 동일 

한 생물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추혹도 어려울 뽑만 아니라， 다른 생물상의 군 

집이 이루어 진다면， 이것 자체가 변화이기 때문에 “전체척으로 그 영향은 

무시하여도 좋올 것이다” 라는 철롬은 매우 위험스렵다. 또한 부유물질의 명 

향올 이 지역이 사질 퇴척상이라는 점과 오탁 방지망의 절치라는 측면에서 

“탁도 증가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철론짓는 것 또한 위험한 결론이 

라고 여겨진다. 오탁 방지망에 대한 정보는 물혼 취배수로 방파제의 축조 및 

수로 준절이 어 지역 물리혜양학객 특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모멜 

연구 결과， 즉 온배수 확산 방향 및 거리와 건절에 따른 서식환경의 변확 명 

역이 비교되였는지가 명시되어 었지 않기 때문이다. 철론척으로， 3， 4호기 추 

가 건절과 판련한 해양 생태계의 피혜는 혜안 구조물 축조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유출이다. 혜수의 혼탁으로 저서동물과 혜조휴의 군집， 분포， 생물량에 

영향올 줄것이며 그 범위는 신껄 방파제률 중심으로 남북으로 2-4 km, 폭 

100-200 m 정도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범위내에 위치한 어장들이 직·간접 

으로 피해를 받게 될것이며 보다 정확한 3차훨 확산 모웰링올 통하여 정확 

한 피해 범위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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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 및 사회 경제 환청에 미치는 영향 

대상 사업에 투업될 총 노동 인구는 최대 인력 투입해인 1996년올 기준 

으로 일일 명균 5，000명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80 %가 외지에서의 유입 인 

구로 산출되었다. 건젤 기간 동안 외지로 부터의 유업 인구로 인한 혐지의 

사회 청제 환경은 크게 명향율 받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다만， 발전소 건절 

로 인한 교통 영향의 청우 최대 유발 교통량이 1시간에 약 94대이고， 건절 

피크시의 중간년도인 1995년올 기준으로 주변 도로에 미치는 명향은 약 13.5 

% 증가될 것으로 명가되었는 바， 이는 건껄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원자력 3，4호기에 대한 제한 구역의 절정으로 인하여 추가 부 

지 확보 빛 이주 주민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이 제시되어야 하고， 

외지 투입 건절 인력중 부지 인근에 장기 체류하는 인력둥에 대한 주거 확 

보 대책 또는 계획이 보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 기타 환청에 미치는 영향 

건절로 인한 부지 주변 문화재에 대한 뚜렷한 영향은 예상되지 않는다. 

지상에서의 구조물 축조에 따른 부지 주변 경판의 질온 저하되리라 예상되 

나 이는 불가피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토의견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대기질 현황， 발전소의 건껄 공사로 인한 대기질 영향은 

채조사， 재형가， 채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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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철 발전소 가동이 환경얘 미쳐는 명향 

쳐I 3.1 철 생태계 영향 

1. 검토 분야 

발전소를 가동하였을 청우 발천소의 냉각수 순환 계통의 배수구로부터 

방출되는 온배수가 인근 혜역에 확산되는 현상융 훈석하고 발전소 정상 또 

는 비정상 상태의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가 혜양 생태계에 미치는 명향 명가 

의 척절성올 명가한다. 

야롤 확인하기 위하여 다용과 같온 분야에 대한 검토롤 수행한다. 

(1) 옴배수에 의한 영향 

(2) 냉각수 취배수 껄비에 의한 명향 

(3) 복수기 통과에 의한 영향 

(4) 비정상 상태의 가동 및 일시객인 가동 청지에 의한 명향 

2. 검토 요건 

용배수 확산 모멜에 의하여 시공간척으로 얘촉된 철과는 수칙 빛 수형 

적 분포가 표시된 도표로 나타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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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배수가 확산됨으로써 생태계， 수질 둥에 미치는 명향올 형가하고 발전 

소 가동시 취수구 스크린에 충롤， 포획되는 생물체 및 복수기를 통과함으로 

써 치사되는 생물체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비정상 상태의 가동 및 일시적인 가동 정지시 수올 변화로 언한 쟁물체 

의 영향올 분석하고 이러한 명향이 해역의 수산 자훨에 미치는 명향올 명가 

하여야 한다. 

3. 검토 의견 

발전소 가동이 주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다음 3 

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채는 취수구 스크린 충돌에 의한 명향이고， 둘째는 

복수기내로 들어온 생물이 받게되는 기계척， 얼척， 화학적 영향이고， 셋쩨는 

방출되는 온배수에 의한 수온상승에 따라 배수구 주변에 서식하는 해양 생 

물에 입게되는 온배수에 의한 명향이다. 

가. 취수구 스크련 충돌에 의한 명향 

취수구 스크련 충돌에 따른 어류 피해량은 대상 해역의 어류 자원량과 

철부해서 고려혜야 한다.4개 호기 동시 가동시 어류 피해량은 1일 2,300 g 

으로 추정되며 이는 취수구 부근의 어류 자원량중 약 0.08%에 해당하여 그 

명향은 경미할 것이나， 이러한 결론온 어류 자원량 자체가 발전소 건절 및 

가동에도 전혀 명향 받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만 가농하다. 또한 본 보고서에 

서 조사 명시된 어류 자원의 현존량은 이 부분의 명향평가에 어떻게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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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 불분명하다. 

나. 복수기 연행에 따른 명향 

복수기로 유입되는 생물(주로 동식물 풀량크폰)들온 냉각계통을 통과하 

면서 취수구 입구에서 부확생물율 제거하기 위해서 주입되는 차아염소산애 

의한 화학적 영향과 복수기 계흉내에서의 순간척인 고온에 의한 열적 명향 

그리고 판로 통과시 기계적 마찰 빛 충격 영향을 복합척으로 받게된다. 

복수기 내로 연행되는 혜수와 판련된 영향율 논의함에서 오칙 동식물 

플랑크톤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옴은 주목할 만하다. 상대척으로 대형인 어 

류나 저서동물은 물론 복수기내에 연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칙접척인 영향은 

논의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소형인 혜양 미생물이나， 부착생물율 제거하기 

위해 주입되는 화학물질 둥에 의한 수질의 변확 둥온 논의의 대상이 되었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질항목과 판련하여서는 과거의 많은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상 

해역에서의 비교되는 몇개의 혜양 수질에 판한 측청치들율 분석하면서， 이들 

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혹은 미철 수 있는 명향에 대하여서는 거의 언급 

하지 않고 있음올 다시한번 지척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 부착생물올 제 

거하기 위하여 주업되는 차아염소산 풍의 영향에 대하여 논의된 바가 없다. 

(1) 기초 생산력 빛 식물 플랑크톤에 미치는 명향 

발전소 냉각계통율 홍과한 후에 식물 풀랑크톤의 혐존량 빛 기초 

생산력이 감소되는 율율 국내외 보고서롤 통해 비교 제시하였다. 문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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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통해서 판단활때 월성훤자력 3, 4호기 가동시 냉각계통으로의 연행에 따 

른 식물 플랑크톤 혐존량 감소율은 10-50% , Chlorophyll !! 양은 50%, 기초 

생산력은 50 - 60%로 t빼혹하고 있다. 이는 배수구 주위의 제한된 수역에 국 

한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국지척 변화률 예측할 수 있으며 배수구 

주변올 벗어난 인근 해역에서는 명향이 없올 것으로 철론짓고 있으나 이러 

한 계산의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막연하다. 

(2) 동물 플랑크톤에 미치는 명향 

식물 플랑크톤과 마찬가지로 크기가 작운 동물 플랑크톤과 어류 

의 유생들도 복수기내로 유입되어 치명적인 명향을 받게 된다. 치사율에 대 

한 국내외 보고서 자료롤 비교척 자세히 기술하였다. 품현 조사를 기초하여 

명굵 30%의 치사율올 예흑하여 주변 생태계에의 명향은 청미할 것으로 여 

겨지나 이런 상당량의 동식물량의 치사량 빛 이와 연판된 부산물이 배수구 

주변 해역의 생태계에 어펀 명향율 미치는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의 시도가 

요구된다. 

다. 온배수에 의한 영향 

발전소 복수기를 통과하는 냉각수량은 4개 호기 동시 가동시 초당 171.2 

m3올 배수구로 부터 방출하게 되는데 이 방류수는 자연수온에 비해 약 7-10 

℃가 높온 것이다. 이렇게 방류된 온배수는 주변 혜역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주변 혜수와의 혼합 및 대기와의 얼교환에 의해서 회석되어 열적 평형상태 

에 도달하게 된다. 3차원 온배수 확산 모멜올 사용하여 4개 호기 동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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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온배수 확산율 빼혹한 철과 0.5 "c 초과 수온융 기준으로 연중 최대 수온 

상승역을 다옴 표 2-6과 같이 산청하였다. 

온배수에 의한 영향용 취수스크린 충둘에 의환 영향이나 복수기 연행에 

따른 명향보다 상대척으로 중요하여， 미생물율 제외한 현황조사 대상 생물군 

모두에 판하여 논의되었다. 모든 생물군에 대하여 하나같이 배수로 빛 배수 

구 주변의 매우 한정된 지역에서만 온배수의 영향율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용배수의 명향이 청미할 것으로 추론하면서 단지 생물량만올 대 

상으로 하고 었다. 

(1) 식물 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 

식물 플량크톤의 기초생산력에 미치는 온배수의 명향온 대체로 수 

올이 낮온 동철기에는 기초 생산력이 충가하지만 온도가 높온 하절기에는 

광합성올 저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조사결과 청점간 기초생산력， 

식물 플랑크톤 혐존량 및 Chlorophyll 융 와의 푸렷한 상판판계를 찾기는 어 

려웠으나 배수구 인접 혜역에서 식물 플랑크톰의 혐존량이 현저히 낮게 나 

타나 4개 호기 동시 가동시 온배수의 명향 범위는 약 2 Km 이내의 해역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배수구 주변 해역에 우첨하고 있는 식물 플랑 

크톤온 난류성 조류로쩌 온도의 내성 범위가 비교객 커서 종조성의 변화정 

도는 그다지 크지 않융 것으로 사료된다. 또 배수구 인첩 혜역의 식물 플랑 

크톤의 현존량 및 기초 생산력 저하률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 복수기 통과시 

사멸하였거나 활동도(Bioactivity )가 현저히 감소된 식물 플랑크톤의 상당 부 

분이 온배수 확산에 의해서 배수구 주변 혜역으로 부유 이동하였기 때문이 

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한 청량화는 시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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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4개 호기 동시 가동시 배수구로 부터 연충 최대 온배수 확산거리 

빛 면척 

배수구로 
확 산 거 리 (km) 

수 심 (m) 
부터 방향 

o "c 1.0 "c 2.0 "c 

북 쪽 5.1 4.1 2.0 
동 쪽 2.5 1.7 1.0 

0 남 쪽 5.3 3.7 1.4 

면적 (km2) 14.6 6.5 

북 쭉 4.4 2.7 
동 쪽 2.3 1.4 

5 남 쪽 4.7 2.0 0.8 

면척(km2) 11.9 3.4 

북 쭉 
동 쪽 0.8 

10 남 쪽 2.8 

면적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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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제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볼때 용배수가 식물 플랑크톤의 

분포 및 혐폰량에 미치는 명향을 보다 과학척으로 조사하기 위혜서는 온배 

수 이외의 영향인자를 홍체할 수 있는 분석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가령 대 

부훈의 식물 플랑크톰온 째포 중식기간이 짧아서 채집방법， 채집시기 및 시 

간， 채집장소에 따라 많온 편차훌륭 가져 올 수 있기 때품에 무엇보다도 장시 

간에 걸친 반복 조사률 통혜 신뢰도 높은 자료의 도출과 이의 과학척 쳐리 

가요구되고 있다. 

(2) 동물 플랑크론에 미치는 명향 

조사 정첨간 동물 풀량크론의 혐존량 차이는 가율철에만 외혜로 

나갈수록 현존량이 중가하였고 기타 계철에서는 뚜렷한 양상율 찾아 불 수 

없다. 취·배수구의 혐존량 비교에서도 배수구가 취수구보다 가율에만 많았고， 

겨울과 봄에는 비슷하였으며 여륨에는 척어서 혐폰량의 변화만으로 용배수 

에 의한 명향올 구체척으로 절명할 수는 없다(표 2-7 참조).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국내외 자료를 총합혜 볼때 동물 플랑크톤 

의 분포 빛 혐폰량에 미치는 온배수의 명향은 식물 플랑크톤에 비혜 명향이 

그다지 크지 않올 것으로 사료되나 3，4호기 추가 가동시 온배수 확산 범위가 

확산될 청우 현존량 및 총조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객이고 과학척인 

조사가 요망되며 동·식물 플랑크톤의 먹이 연쇄 측면에서 더욱 조사 연구혜 

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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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월성 훨자력 발전소 주변 혜역의 정점벌 동물 플랑크톤 혐존량 

(개체수1m3) 

정및\것 11 월 2 월 5 월 7 월 

취 수 구 69 20 225 84 
배 수 구 248 13 286 38 

배수구에서 1km 111 24 503 116 

배수구에서 앓m 237 17 760 188 

배수구에서 많m 1,283 9 639 1,733 

배수구에서 10km 2,047 39 450 362 

(3) 저서동물에 미치는 명향 

저서 동물은 이동능력이 약하고 저질에 고착하여 수중이나 저질속 

의 명양분올 칙접 홉수하면서 서식하기 때문에 용배수와 관련된 환경변화를 

칙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물이다. 따라서 저서 동물의 장기적인 판찰 조 

사롤 통혜서 옹배수의 명향을 정량확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연성저질 조 

사 결과(표 2-8 참조)， 봄철올 제외하고는 배수구 인근 해역에서 개체수나 

출혐종수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으며 조사 정첨별 계절에 따른 출현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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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폭은 크다. 배수구롤 중심으로 사질 퇴척충에서 민얼굴 갯지렁이가 

다량 출혐하였고 여름에 아열대 온수종인 훤g맺 m;! 와 P. kJ로멘셀의 대량 

출현은 온배수에 의 한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월성 원자력 4개 호기 가 

동시 저서동물의 군집올 다소 외혜쭉으로 확대시킬 것이며 증가된 온배수양 

은 퇴적불상을 변화시켜 환청의 변화에 척웅이 손쉬운 기회종이 우점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열대 올수종으로 종조성이 바뀔 것이 예상된다. 또 청 

성저질에서도 온대수역종인 눈알고동 울타리고둥 둥 군소류가 배수구에만 

서식하고 있어 온배 수에 의한 수온상승이 서식올 용이하게 한 것으로 여겨 

진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척언 종조성의 변화가 다른 혜양생태계에 어떤 파 

급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환 평가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취수구와 대조구에서 판찰된 상업척으로 가치가 있는 저서동물은 

참전복， 보라골뱅이， 진주조개， 말똥성게， 우렁행이로써 냉수성 말똥성게를 

제외한 나머지 4종은 오히려 온배수 명양권 내에서 공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월성원자력 발천소 부근에 서식하는 종의 대부분이 

온수성 연안종이므로 3, 4호기 추가 가동시 상업종의 종조성 변화는 거의 없 

올 것이며 말똥성게의 정우 배수구 인근 지역에서 서식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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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월성 원자력 발전소 주변 혜역의 계철벌， 정첨별 

저서생물의 출현 개체수 

(개체수1m3) 

공숭칸」폰 가 을 겨 울 봄 여 름 

취 수 구 13 100 6 
배 수 구 39 188 17 275 

배수구에서 lkm 18 23 12 86 
배수구에서 2km 60 54 10 28 
배수구에서 5km 65 14 19 31 
배수구에서 10km 112 52 73 12 

표 2-9 월성 원자력 주변해역의 해조류 출현종수 및 현존량 

출 현 종 수 (개체) 현 폰 량 (g/m2
) 

구 분 

가올 겨울 봅 여릅 가올 겨울 봄 여름 

취수구 20 36 32 35 2,168 2,598 2,617 2,539 

배수구 3 3 4 12 547 500 1,738 605 

대조구 12 23 25 34 1,000 1,504 2,519 
(감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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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혜조류에 미치는 영향 

해조류는 이동 농력이 없어 온배수에 대하여 생리적 척웅 능력에 

따라 분포가 결정되고 대체로 크기가 크고 육상식물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 

여 해양 환경변화에 대한 명향올 쉽게 육안으로도 식벌이 가농하여 오염 지 

표종으로의 역할이 가능하다. 해조류의 출혐종수와 혐존량은 표 2-9에 요약 

된 바와 같이 취수구내면에서 가장 크고 배수구에서 혐저히 작은 것으로， 보 

고서 page 5-53에 기술하고 있고 출현종수도 남조류와 파래류의 소형종으로 

보아 온배수의 영향때문으로 사료되나 정확히 그 명향올 정량화하여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료의 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3， 4호기 

가 추가 가동될 경우 그 영향 범위는 배수구 인근 혜역 1-2 km 이내에 국 

한 될 것으로 사료된다. 

(5) 어류에 미치는 명향 

어류는 운동성이 높고 미쩨한 온도변화(o.æ - 0.1 "C)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선호하는 온도분포에 따라 어류의 재 분포가 일어난다. 어 

인망 조사와 삼중자망 조사에 의해서 취·배수구에서의 채집한 어류의 생체 

량， 어획량， 체장 빛 출현율을 비교해 볼때 두 수역간의 어류 군집상 큰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옴배수에 의한 명향이 극히 청미한 것으로 

예상된다. 

부유성 난·자치어는 어종별 번식시기와 환경변화와 밀접한 판계가 

있기 때문에 온배수 확산역율 포함한 연안 수역의 환경에서 서식이 잘되는 

부유성난과 온배수의 환경 Stress에 척용하기 어려운 종에 대한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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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배수구 

나 취수구에서 부유성 난·자치어의 출혐량이 반경 5km 이상의 해역에서 보 

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6) 인근어장의 주요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수온과 수산물의 생리활성 둥의 관계에서도 그간의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배수구 주변의 매우 한정된 지역에서 어획에 명향이 있올 쁜， 그외 

의 지역에서는 온배수의 명향이 크지 않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모 

든 철과는 우선적으로 그림 2-9로 표현된 용배수의 영향역이 얼마나 실제와 

일치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발전소의 인근 주변(반청 16 km 이내)에는 수산업 활동(공동어업， 

청치어업， 양식어업)이 아주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 

산물은 연안 어민의 소득중대에 큰 역활을 하고 있다. 양식 대상 생물의 주 

종은 우령행이， 전복， 미역， 가리비 둥으로써 국내외 참고문헌올 요약하면 이 

들의 생태적 특정중 서식 수온 및 최척 수온 범위는 다옴 표 2-10와 같다. 

온배수의 명향올 가장 많이 받는 양식 수산물은 미역이다. 미역은 

15 "c 이상이 되면 블 녹음이 빨라지고 20 "c에서는 거의 소실되기 때문에 

온배수로 부터 성장에 치명적인 명향올 받게 된다. 따라서 여름철 배수구로 

부터 4-5 km 이내에 있는 미역 어장 피해가 예상되나 현재 미역 어장의 대 

부분이 배수구로 부터 멀리 (5 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온배수의 명향은 거 

의 미비할 것이다. 우령행이 양식은 수 표면 가까이에는 수용의 변화가 심하 

기 때문에 수하식으로 수섬 5-10 m 수 충에서 양식하는데 방란기언 11월 -3 

월 사이 수심 5m의 온도는 거의 13 .C 이하로 유지되어 방란 · 방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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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상업성 양식 수산물의 서식 빛 최적 수온 범위 

양식종명 서 식 수 용 (t) 최 적 수 온 (t) 

우 령 4명 이 5 - 24 12 - 20 

전 복 10 - 25 15 - 20 

미 역 5 - 15 5 - 10 

적당한 수온올 유지할 수 있으나 여름철에 배수구에 인접한 어장에서의 표 

충수온이 27-30 t까지 상숭하고 5m 수심에서 실츰자료(월성 1호기 가동 

시 90년 5월 - 8월 사이 32개 지점에서 수심별 실츰)에 의하면 평균 25-2 

℃가 배수구로 부터 1.6 km 이상 확산되어 4개 호기 동시 가동시 온배수에 

의한 우렁행이 양식에 미치는 명향은 배수구로 부터 북으로 4 km, 남으로 3 

km 정도까지 미치리라 예츰된다. 반면에 늦가올 부터 초여름까지는 수온 상 

송으로 성장에 좋은 영향올 미철 수 있는 이점도 었다. 냉수성 저서 동물인 

말똥성게는 우령행이보다 더 심한 온배수의 명향이 예측된다. 

전복은 물이 깨끗하고， 해조류가 많은 곳， 그리고 암초가 많은 곳이 

주 서식장이다. 문헌 조사에 의하면 서식수온 범위는 10-25 t 이고 최적 수 

온 범위는 15-20 t 임으로 여름철 온배수에 의혜 성장에 저해를 가져올 수 

π
 
υ
 



있으나 그외 계절에서는 온배수에 의한 성장 촉진융 기대할 수 있올 것이다. 

따라서 4개 호기 동시 가동시 온배수 확산역이 증가됨에 따라 배수 

구 2 km 이내에 인접한 상업성 양식수산물 어장온 하철기에 상당히 큰 온 

배수의 영향올 입을 것이며 4km 이내 어장(표 2-11 참조)의 경우도 그 명 

향올 간과할 수 없올 것이다. 반면 겨울철에는 온배수에 의한 성장 촉진올 

기대할 수 있고 배수구 부근의 정치망 어업온 어류의 종류에 따라 어획고가 

증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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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온배수 명향권내에 위치한 어장 혐황 

배수구로 
배수구로 부터 

어장번호 
부터 

종 류 대 상 생 물 영향핀 커리 
(~) I~JltJ 

표충， 
경북 325 o. 7 북 건 망 오징어， 갈치， 가자미， 청어， 3

0

C 상승지역 
수심 5m. 멸치， 불낙 

2
0

C 상승지역 
경북1692 O. 7 북 양식어업 우령행이 

경북 9 0.4 북 1종공동어업 천북， 보라성게， 말똥성게， 
우령행이， 검은해삼， 룻. 미역， 
우뭇가시리， 도박， 청각 

경북10 1. 4 남 1종공동어업 천북， 보라생게， 말똥성게， 
우령행이， 검은해삼， 롯， 미역， 
우뭇가시리， 도박， 청각 

경북12 2.1 남 1종공동어업 전북， 보라생게， 말똥생게， 
우령행이， 검은해삼， 롯， 미역， 

표충 2"(; 
우뭇가시리， 도박， 청각 

상승지역 
경북302 2.1 남 건 망 오징어，갈치，가자미， 청어，멸치 
경북1247 0.5 북 정치어업 오징어，갈치，가자미，청어，멸치， 

불닥 
경북1458 1. 8 북 양식어업 전북 
경북1500 1. 6 남 정치어업 오징어，갈치，멸치，불닥， 가자미 
경북1513 4.0 북 양식어업 우령행이 
경북1647 2.5 북 양식어업 우렁행이， 전북 
경북1653 1. 8 북통 양식어업 우렁행이 
경북1654 2.5 북 양식어업 우렁행이 
경북1716 3.4 북 양식어업 우령행이 

경북309 2.6 남 건 망 
경북326 4.3 남 건 망 
경북336 3.9 북 건 망 
경북1323 2.3 북 정치어업 
경북1324 2.5 북 가두리 양식 방어， 북어， 돔 

표충 1 "C 경북1593 5.2 북 양식어업 미역 
상승지역 경북1595 6.5 북 해상가두리 넙치， 돔， 기타 

경북1610 4.8 남 해상가두리 넙치， 톱， 기타 
경북1614 5.8 북 양식어업 미역 
경북1673 7.0 북 양식어업 미역 
경북1699 7.5 남 양식어업 미역 
경북1700 6.5 남 양식어업 미역 
경북1729 7.0 남 양식어업 우렁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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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전소 가동 정지시 명향 

발전소 가동이 일시척으로 청지활 청우 온배수 방류가 중단됨에 따라 

배수구 주변 생태계에 저온 충격이 가혜질 것이고 그 크기는 겨울철에 아주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다. 허나 4개 호기가 건껄되어 가동할 청우 전 호기가 

모두 정지할 가능생온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보며， 어느 한 호기가 가동 정지 

시 Cold Shock에 의한 배수구 주변 쟁태계 피혜는 피할 수 없는 명향이다. 

4. 검토철과 

이상과 같이 온배수에 의한 영향율 검토한 결과 4개 호기 동시 가동시 

온배수의 영향권인 배수구로 부터 북·남쪽 약 4-5 km 이내 혜양 생태계의 

군집구조의 변화가 혜상되나 본 보고셔에는 그 명향율 과학척으로 환석하지 

못하였다. 

식물 플랑크톤의 청우 혐폰량이 배수구 인접한 조사청점에서 비교척 낮 

게 나타녔고， 이러한 혐상이 여륨에 뚜렷하여 온배수의 명향율 칙접척으로 

시사혜 주고 있으며， 동물 훌랑크폰의 청우 식물 플랑크폰에 비혜 명향이 그 

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4개 호기가 동시 가동되어 온배수 확산 범 

위가 넓어질 청우 현존량 빛 총조.성 변화애 대한 지속객이고 과학적인 조사 

가 요망된다. 

저서동물의 경우 그 군집군조가 외혜쪽으로 확장훨 것이며 중가된 온배 

수 명향은 퇴적물상올 변화시켜 환청의 변화에 척용이 용이한 기회종이 우 

점하고 점차 종조성이 바뀔것이 얘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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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는 남조류와 파래류의 소형종이 다수 출혐하고 양적으로 빈약한 

첨올 고려할때 온배수의 명향때문으로 사료되나 그 영향올 정량화할 수 있 

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었다. 저서동불과 혜조류는 저질에 고확서식하거 

나 이동농력이 없기 때문에 올배수의 영향올 직접척으로 판찰할 수 있는 오 

염지표종으로써의 가치를 고려할때 온배수에 의한 이들 생물상의 변화에 대 

한 조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취배수구에서 채집한 어류의 생태 특성율 비교혜 볼때 두 수역간의 어 

류 군집상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온 것으로 보아 온배수에 의한 명향이 극 

히 정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발전소 연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양식업중 서식 최적 온도범위가 낮은 

상업종(미역， 우령행이， 전복， 말똥성게 둥)의 경우 4개 호기가 동시에 가동 

하였을때 배수구 2km 이내의 어장은 하절기에 상당히 큰 온배수의 영향올 

입올 것이며， 4 km 이내의 어장의 경우도 그 명향올 간과할 수 없올 것이 

다. 반면 겨울철에는 온배수에 의한 성장촉진올 기대할 수 있올 것이다. 

또한 수온상숭 분포지역올 3차원 확산 모멜식의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 

고 계절에 따라 최신 장비롤 이용하여 실흑된 정확한 온도구배 곡선 빛 명 

역이 파악될 수 있는 고도 탐사 방법이 필요하며 이에 의한 새로운 조사방 

법이 절계되어 향후 원자력 발전소 건껄 및 가동시 환경명향명가 작업에 웅 

용되기를 기대한다. 

취수구 스크린에 충돌한 어류는 취수구 부근의 어류 자원중 약 0.08% 

에 해당하여 그 명향은 경미하다. 

발전소 냉각 계통 통과시 식물 플랑크톤의 현존량 및 기초 생산력 감소 

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생태계의 손실이나 배수구 주변올 벗어난 인근 

해역에서는 명향이 거의 없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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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절 대기질 명향 

1. 검토분야 

발전소 인접지역의 대기질에 미치는 명향 평가의 타당성올 검토한다. 

2. 검토요건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인접 지역의 대기질에의 명향율 확인하고 최소화 

계획의 타당성올 평가할 수 있도록 척철히 기술하여야 한다. 

3. 검토의견 

소외 전원 상실시를 대비하여 발전소의 정상 가동시 비상 디첼 발전기 

의 시험 가동이 요구되는 데， 이로 인한 부지 주변 지역의 대기질에 미철 명 

향이 평가되었다. 건절공사로 인환 대기질 명향 빼혹시 기술한 바와 같이， 

최대 추가농도의 발생 방향온 부지 북동쪽이고， 북북동 방향의 부지 인근 인 

구 밀집 지역이 있옴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의 배경농도는 혐황 조사시 측정 

지점으로 선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 디쩔 발전기의 시험 가동으로 인한 

대기질 명향 형가시에도 역시 나산 국교의 배정농도를 합산하여 평가를 수 

행하였다. 이는 적절한 형가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비상 디쩔 발전기의 시험 

가동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은 채평가， 째기술 되어야 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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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철과 

발전소 가동시 대기질에 미철 수 있는 가장 큰 오염원으로는 소외 전원 

상실시 비상 전원올 공급하는 디첼 발전기를 2주에 1번. 2시간씩 시험 가동 

할 때 연돌로 부터 방출되는 배기 가스를 들 수 있다. 검토 의견항에서 기술 

한 바와 같은 이유로 하여 비상 디첼 발전기의 시험 가동으로 인한 대기질 

명향은 재평가， 재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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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철 가동으로 인한 악 명향의 최소확 채획 

1. 검토분야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악명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본구상， 전략 및 대 

책의 척절성을 다옴 분야에 대해서 검토 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 

(2) 육상생태계 

(3) 수 환경 

2. 검토요건 

발전소 가동으로 얘상되는 모든 악앵향을 나열하여야 하고， 악명향올 최 

소화 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 제시 하여야 한다. 

3. 검토의견 

가. 해양환경 

온배수에 의한 혜양생태계에 미치는 명향온 발천소 가동애 있어서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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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중요한 명향중의 하나이다.4개 호기 동시 가동시 온배수 확산 명역 

이 요약되었으며 동식물 플랑크톤， 부유성어란， 자치어， 저서동물， 어류， 해조 

류 및 상엽적으로 가치가 있는 총에 대한 영향이 칸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악영향올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충취수， 심충배수， 냉각탑 절치， 냉각지 

및 온배수 재이용 둥이 제시되었으나 혐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조사가 요망된다. 한편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업의 성공예를 

국내외를 통해 나열되어 있으며 이 양식엽의 기술올 통하여 오염 지표종 

(Pollution Indicator)의 개발 연구도 수행 될 수 었으리라 예상된다. 온배수 

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명향이 초래되는 어장 빛 양식장둥 어업권에 대한 적 

절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육상생태계 

(1) 발전소 부지 주변의 식생 보호대책 

본 보고서에는 발전소 부지 주변의 식생 개선올 위해 일부 불량한 

아까시아 나무 및 억새 군락올 제거하고 곰솔림을 조성하며 일부 특정지역 

(석탈해왕 닫강 유허비 주변， 해안 둥)에 곰슐렴 조성올 제안하는 단순 방안 

만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환경 및 산림녹지의 풍치 경판이 발전소에 

대한 그릇된 인식올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올 생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다양한 방향의 녹지 육성， 보존 및 판리 방안이 

수립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곤솔림 조성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 

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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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수원댐 주변의 식생보호 대헥 

저수지 주변의 상수리나무， 굴참나무림율 보존하기 위한 임야 매입 

방안만올 제시하고 있지만 댐건절 과정에서 발생활 우려가 있는 식생 파괴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댐의 수원 함양에 중요한 명향을 미치 

는 유역면적내의 산림 또는 녹지의 식생관리 또는 조성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3) 석산개발 후의 식생 복원 대책 

석산개발 후 혜손된 지역율 급경사지와 완청사지로 구분하여 그 식 

생 복훤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석산개발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 

의 훼손지역 발생올 예상할 수 있으며 이들 지역을 상기 두가지 복원방법으 

로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된다. 이때문에 석산 빼손의 여러가지 유 

형올 조사하여 이에 맞는 다양하고 구체척이며 합리적인 복원계획올 수립해 

야 할 것이다. 그와 같온 모든 가능한 방법이 적용되어도 훼손된 석산올 완 

벽하게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같온 점을 고려하여 본 빼손지를 

타용도의 인공시절물 절치지역으로 천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며 또 

훼손지역의 불량한 자연청판을 가시지역으로 부터 은혜 또는 차혜시킬 수 

있는 녹지공간의 조성 또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 환경 

보고서에 언급한 종합 혜수 처리 껄비에 의하여 발전소 가동 중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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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활 혜수와 산업 혜수롤 병합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정 

지역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 농도만 규제 

할 뿔 영양염류나 기타 오염물질의 규제가 없어 이들을 처리하지 않고 바다 

에 방류할 정우에 대한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4. 검토 철과 

발전소 부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온배수의 명향올 책판척인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시도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온 아니다. 

발전소 가동시 은배수에 의한 명향올 최소화하기 위하여 냉각 방식의 

변경 및 냉각수 취·배수 시껄물의 구조 변정올 들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 

로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불가피한 온배수의 영향올 상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온배수를 이용한 수산 생물의 양식올 들 수 있다. 온배수 

는 양식종에 따라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으나 외국의 경우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업이 성공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올 볼때， 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소득원올 제공하고 수산자원 중식 차원에서 권장 되어져야 하며， 이 

런 양식 과정에서 온배수의 생태계에 미치는 연구가 심도있게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4개 호기 동시 가동시 피할 수 없는 환경에의 영향올 보다 정량화하여 

요약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점의 이해로 부터 합리적인 저 

감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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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4 절 컬 론 

제 4.1 절 생태계 

월성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껄 빛 가동시 발전소 주 

변의 육상 및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제반 명향올 형가하기 위한 생태계의 

현황조사는 통일 장소에서 현재 가동중인 1호기 발전소 주변의 생태계롤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직접 조사한 것으로서 대부분이 3년전의 자료이 

다. 비록 3년전의 자료이지만 육상 생태계 혐황온 환경의 큰 변화가 없는 

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발전소 부지를 중심으로 남·서북 방 

향 30 km이내에 절치한 5개 표준지소와 용수원댐 건껄 예정지역 및 석산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식물상율 요약하였다. 제시한 혐황은 비교척 상세하 

고， 광범위하여 향후 이지역의 육상 생태계의 환청 변확률 째평가할때 비교 

자료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나， 조사항목이 발전소의 건셜 및 가동에 따라 육 

상생태계가 받올 수 있는 각종 영향올 충환히 감지하여 정량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컬정되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과기처 작성지첨에 따라 단순히 조사， 나열， 기술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생태 조사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혹은 불필요한 

조사가 덧불여 수행되었는지 구체척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월성원자력 3. 4호기의 건껄과 판련하여 부지 확장， 용수원댐 

건껄 빛 석산개발로 인한 식생빼손온 총 3379톤의 혐존식물량 파괴와 연 

317톤의 순생산량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이러한 명향은 불가피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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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4호기 추가 건껄시 교통량의 증가때문에 수반되는 소음， 진 

동의 영향， 자동차 배기가스의 영향， 분진량의 증가둥이 동식물의 서식에 명 

향올 줄것이나 그 영향은 미비하여 발전소 건껄 완료시 곧 회복되리라 예상 

된다. 

골재 채취시 골채 션별과정에서 발생하는 탁도 발생에 대한 적 

절한 저감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부족한 용수공급올 위하여 하서천 중상류부에 축조 계획중인 

용수원댐은 비록 크기는 작지만 댐의 부명양화 협상올 저지하기 위하여 용 

수원댐 담수후 부영양화 단계 예측 및 방지대책올 수립하고， 건셜중파 건껄 

후 용수원댐 운영으로 인한 하서천 하류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건 

셜 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 저감방안 및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혜양 생태계 혐황은 3년전의 자료를 제시하여 신뢰도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제기된다. 옹배수의 영향이 예상되는 조사지점으로 취배수구와 

107ß의 조사정점 그리고 대조구롤 선정하였으나 온배수 3차원 모멜식에 의 

해 밝혀진 온배수 확산역에 따른 조사정점은 아니다. 또한 수온 상승 분포지 

역올 3차훤 확산 모웰식의 이론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절에 따라 최신 장 

비를 이용하여 실측된 정확한 구배 곡선 및 영역이 파악될 수 있는 고도 탐 

사 장비를 이용한 새로운 조사방법이 젤계되어 향후 온배수에 의한 해양 생 

태계에 마치는 명향명가에 활용될 수 있기률 기대한다. 동식물 플랑크톤 조 

사에서 밝혀진 가장 큰 품제는 채집방법(시기， 장소， 회수 둥)의 선택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른 생물상 변화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첨이다. 저질에 고 

확하여 서식하거나 이동 능력이 없는 저서동물과 해조류는 온배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온배수가 이들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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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미치고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정점에서 이들 생태계 혐 

황만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온배수가 저서생물에 미치는 명향올 정량화 

할 수 있는 조사방법과 아울러 국부적인 조사가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 

태계 조사 항목중에도 이렇게 쩨밀한 조사가 필요한 항목에 좀 더 많은 시 

간과 노력올 투자하여 해양 생태계 현황조사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3， 4호기 추가 건껄과 판련한 혜양 생태계의 피해는 혜안 구조 

물 축조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유출이다. 혜수의 혼탁으로 저서동물과 해조류 

의 군집， 분포， 생물량에 명향을 줄 것이며 그 범위는 신셜 방파제를 중심으 

로 남북으로 2-4 km, 폭 100-200 m 정도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범위내에 

위치한 어장들이 칙·간접으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며 보다 정확한 3차원 확 

산 모웰링올 통하여 정확한 피해 범위와 이에 대한 대책이 펼요하다고 판단 

된다. 

직접 조사한 자료와 기존 문헌 자료롤 근거로 하여 온배수에 

의한 명향올 검토한 결과 4개 호기 동시 가동시 용배수의 영향권인 배수구 

로 부터 북남쪽 약 4-5 km 이내 해양 생태계의 군집구조의 변화가 예상되 

나 본 보고서에는 그 명향율 과학척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식물 플랑크톤의 경우 혐존량이 배수구 인접한 조사정첨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이 여름에 뚜렷하여 온배수의 명향올 직 

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으며， 동물 플랑크톤의 경우 식물 플랑크톤에 비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올 것으로 사료되나 4개 호기가 동시 가동되어 온배 

수 확산 범위가 넓어질 경우 혐존량 및 종조성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 

학척 인 조사가 요망된다. 

저서동물의 청우 그 군집군조가 외혜쪽으로 확장될 것이며 증 

가된 온배수 명향은 퇴척물상올 변화시켜 환경의 변화에 적웅이 용이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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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종이 우첨하고 점차 종조성이 바뀔것이 예상된다. 

혜조류는 남조류와 파래류의 소형종이 다수 출현하고 양적으로 

빈약한 점올 고려할때 온배수의 명향때문으로 사료되나 그 영향올 정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저서동물과 해조류는 저질에 고착서 

식하거나 이동능력이 없기 때문에 온배수의 명향올 칙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오염지표종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할때 온배수에 의한 이들 생물상의 변 

화에 대한 조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취배수구에서 채집한 어류의 생태 특성올 비교해 볼때 두 수역 

간의 어류 군집상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온배수에 의한 명 

향이 극히 경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발전소 연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양식업중 서식 최적 온도범위 

가 낮은 상업종(미역， 우렁행이， 전복， 말똥성게 둥)의 경우 4개 호기가 동시 

에 가동하였올때 배수구 2km이내의 어장은 하절기에 상당히 큰 온배수의 

영향올 입올 것이며， 4 km 이내의 어장의 경우도 그 영향올 간과할 수 없올 

것이며， 반면 겨울철에는 옹배수에 의한 성장촉진올 기대할 수 있올 것이다. 

취수구 스크린에 충돌한 어류는 취수구 부근의 어류 자원중 약 

0.08% 에 해당하여 그 영향은 경미하다. 

발전소 냉각 계통 통과시 식물 플랑크론의 현존량 및 기초 생 

산력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구조척인 생태계의 손실이나 배수구 주변올 벗어 

난 인근 해역에서는 명향이 거의 없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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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절 인구 및 사회 경채 

부지로 부터 반청 16 km 내의 상주 인구 및 유동 인구의 현황 

및 예측i 그리고 반경 16 km 에서 80 km 사이의 상주 인구 혐황 및 예측은 

검토 요건에 따라 적절히 조사， 얘혹， 기술되었다. 그러나 원전 가동 첫 해의 

인구는 가동중 또는 사고시 방사능 명향 평가의 매우 중요한 입력자료이므 

로 원전의 가동으로 인하여 충가가 예상되는 상주인구률 추정하여 기추정된 

인구에 더해 장기 예측의 기본 연구로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 명 

향 평가서의 사후 환청 감시 계획의 일환으로 가동 첫 혜의 상주인구 자료 

애 근거한 대상 지역의 인구분포를 차후 추가로 제시하여야 하리라 판단된 

다. 

사회， 경제， 문확 환청의 현황 조사는 현지 조사 빛 정부 또는 

공공기판의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척절히 기술되었으나， 이 현황 조사는 일반 

환경뿔만 아니라 방사농 환청에 대한 것올 포함하는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대상 초사 지역올 부지 반경 16 km 내로 확대，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 

고 부지 주변 교통량 조사시 조사 자료의 대표성율 높이기 위하여 조사 횟 

수가 중가되어야 하고， 조사자료의 계절벌 대표성을 위혜서는 조사시점이 조 

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 사업의 건컬 공사로 인한 인구 및 사회， 경제 환청에 미치 

는 명향은 월성 원자력 2호기 건절 공사와 중복되고 따라서 다수기 건절에 

의한 복합 영향 평가라 할 수 있는데， 본 명향 I명가서는 이를 적절히 평가하 

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3, 4호기에 대한 제한 구역 절정으로 인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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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지 확보 빛 이에 따른 이주 주민이 발생하는데， 본 영향 평가서에는 부 

지확보 빛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한 세부 계획이 제시되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요청된다. 그리고 건껄공사로 인하여 외지에서 투입되어 발전소 

가 위치하는 양남면에 장기 체류할 약 3，000명의 외지 인구에 대한 주거 문 

제가 발생활 것인바， 본 영향 평가서에는 500여명의 건절 인력올 수용할 예 

정이라는 한전 사태 신축 계획안만 제시되어 있어 나머지 2，5001:청의 주거 확 

보에 대한 대책 또는 계획이 보완，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장의 

검토의견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대기질 혐황， 발전소의 건셜 

및 가동으로 인한 주변 대기질 영향은 재조사， 재평가 및 채기술되어야 하리 

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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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3 창 환경영향명가 방법애 대한 연구 

채 1 철 혜양 생태계 

해양 생태계 혐황 조사에 포함시킨 내용들은 과거의 많은 환경 

영향 평가서에서와 같이 동식물 플랑크론， 저서동식물， 난 자치어를 비롯한 

어류， 해양미생물 둥올 포함 시키고 었다. 과거와 다른 첨이 었다면 혜양 수 

질에 판한 항목올 생태계 판련 부분에 포함 시키지 않온 대신 혜양 몰리객 

혐황 및 해저지행과 함께 혜황에서 다루고 있다. 혜양 수질에 판한 내용은 

해양 생태계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기 때품에 여기서는 수질조사에 판한 부 

분 부터 살펴 보고자 한다. 

제 1.1 절 혜양수질 

본 보고서에서 수질 항목에 대하여， 과거의 다른 보고서들과 본 

보고서의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조사된 각 항목에 대한 자료 취득의 방법， 

즉， 측정 방법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였다. 측정 위치 (명면척 및 수칙적)만율 

적시하고 바로 컬과를 제시하는 양상이었다. 이들 철과는 측정에 사용된 방 

법에 따라 유효 숫자의 범위가 철정되기 때문에 간단히라도 측정의 방법율 

명기할 필요가 있올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측정치의 신뢰 한계 둥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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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많은 보고서에서와 같이 전혀 언급이 없어 통계척 검증에도 어려움이 었 

다. 수질에 관련된 여러 항목은， 대상 해역올 취수구 지역과 배수구 지역， 그 

리고 격자형의 지리적 위치를 청하여 츰정되었는 데， 온배수의 확산 이동 범 

위 둥과 같은 특성은 고려된 혼적이 없었다. 또한， 표충， 중충， 저충 둥의 방 

법으로 수직적으로도 역시 몇개의 충을 선정한 후 각 충에서 채수 또는 칙 

접 측정의 방법으로 해당 항목의 특정치를 얻었다. 해양 생태계와 관련하여 

서는 온배수의 명향이 중요 관심사항 이라는 첨에서 정점의 선정에 온배수 

의 확산 범위， 방향 둥이 고려되었으면 보다 좋은 결과가 되었올 것으로 여 

겨진다. 

한편， 수온 분포는 본 평가서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나라 주변 해역의 계절별 수온분포와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우 

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는 뚜렷한 계절 변화를 보이는 것이 대체의 경향 인데 

반하여 본 조사 결과에서는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름철의 상온 외 

에는 가올 겨울 봄철에 걸쳐 수온의 변화가 별무한 매우 두드러진 결과가 

있었다. 이는 해양 생물의 분포와는 매우 직접적인 명향올 미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이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그밖의 염분， 수소 이온 농도 (pH), 용폰산소， 화학적 산소 요구 

량， 부유물질 둥의 분포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 

로 보고하고 있으며， 일반 오염물질이나 중금속， 영양염의 분포에서도 오염 

의 징후나 특별히 높은 값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전소 건껄이 이루어 지지 않은 현재의 자료로 차후 건절 및 가동 이후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확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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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철 동식물 플랑크톤 

동식물 플랑크톤온， 환경 명향 평가의 시작과 함께 조사가 꾸준 

히 수행되어 많은 자료를 축객하였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모든 자료는‘ 공통 

적인 점이 매우 많다. 거의 모든 보고서의 동식물 플랑크톤의 항목올 보면， 

몇 개의 정점， 2-3개의 수충， 종 조성， 개체수 분포， 종 다양성 지수의 계산， 

우점도， 계절적 변화 둥의 공통된 내용올 담고 있다. 이점은 일견， 자료 수집 

의 방법이 이미 표준화 되고， 이에 준하여 수집된 자료가 많아 상호 비교도 

용이환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방법 상 여러 문제를 포 

함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로， 위의 수질 부분에서 언급 되었먼 것과 같은 자료의 신뢰 

도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정점 선청에 있어 해류의 이동， 유속 둥이 고려되 

지 않았다던가， 대상 생물의 주기척 이동과 판련된 채집 시각의 문제가 고려 

되지 않았다든가 둥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해류의 이동올 고려하지 않고 

채집함으로써， 선정된 정점간의 지리적 차이가 실제 혜수의 이동에 따라 그 

의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올 뿔만 아니라 (박， 1989), 주야 수직이동을 하 

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플랑크톤의 경우 주로 낮애만 채집이 이루어져 수직 

이동에 따른 분포 중심의 이동이 채집에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 혜수가 정점 1 에서 정점 2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그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간격으로 정점 1 과 정점 2 에서 차례로 시료가 채집되었다면， 실제로 

채집된 수괴는 같올 것이며， 정점 1 과 2 에서의 채집 순서가 반대라면 실제 

정점 1 과 2의 거리보다 더 큰 거리만큼 떨어진 수괴롤 대상으로 각각 채집 

한 결과가 될 것이다. 동물 플랑크톤의 일주기 수칙이동과 관련하여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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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떨어진 두 정점에서 있어서， 비륙 같온 기기， 같온 방법에 의한 채집이 

라 할 지라도， 한 지점에서는 오전 일찍이， 표충에서 특정 수심까지만을 채 

집하였고， 다른 정점에서는 한낮에 같은 수심까지롤 채집하였다면， 두 정점 

에서의 생물량의 차이가 지리적 차이 또는 이와 판련된 혜수 성질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또는 환포 중심의 일주기 수칙이통으로 인하여 한 정점에서만 

분포의 중심올 포함하는 시료를 얻게된 때문인지률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옴， 대개의 자료들이 한번의 채집에서 얻어진 것들이어서， 위 

해양 수질에서도 언급된 통계적 비교 불가의 푼쩨이다. 플랑크톤은 반복채집 

올 통하여 명균 분포롤 얻었을 때， 이 명율치가 같는 분산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번의 채집으로 얻어진 자료간의 크기 비교란 통계적으 

로 아무런 의미가 없올 경우가 많다. 이률테면， 두 정첨에서의 특정 생물군 

의 개체수가 100, 150 개체/단위체척 일때， 이들 두 수치간의 차이 50 이 과 

연 유의적인가 아닌가는 분산에 판한 정보가 없을 청우 불가능 하다는 것이 

다. 

최근의 지첨서 (이 둥， 1992) 에서도 자료 신뢰도에 관한 언급이 

있으나， 주로 실험실에서의 계수 방법에 판한 사항에 국한된 반면， 플랑크톤 

의 분포 특성 (Patch 분포) 둥과 판련된， 가농하고 실제하는 채집과 판련된 

오차원인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형편이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 

된 자료 신뢰도의 문제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의 신뢰도 다옴의 문쩨로， 많온 보고서에서 총 다양성지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들이 환청 명향올 명가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 

었는 지가 불분명하다. 우선 총 다양성 지수 계산에 판한 사전 정보가 대체 

로 미홉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 지수가 생태학척 의미롤 갖기 위하여는 첫째 

로 이 지수를 얻게한 종류별 개체수 표의 기준이 일정하여야하고， (정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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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서로 다른 시간대 간의 동정에 있어서 같은 계급의 수준이어야 한다 

는 둥) 증감의 폭에 판한 판단 기준 둥이 제시되어져야 할 터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 물론 이것이 결정적인 철함이 되지는 않지 

만， 계산에 사용된 기본 data의 구조 및 계산 방법에 따라서 이들 수치가 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판한 정보의 제공은 필수적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 

종류별 개체수에 관한 자료로 부터 얻어지는 종 다양성 지수들은 상호 상대 

적으로 비교되어서 계의 안청성올 비교한다든가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대부분의 환갱 영향 평가 보고서들은 종 다양성 지수들이 정 

점간 계절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그 원인은 어떤 우첨종의 비중이 중감하 

였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수의 변화가 어떤 종의 

우정도의 변화라는 말은 이들 수치의 식에 내재하는 당연함이다. 따라서， 이 

지수 사용이 생태학적 의미를 부여받기 위하여는 무엇이 그러한 우점도의 

변화를 초래하였는 지를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첨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보고서가 언급올 하지않고 있다. 

셋째로， 해양 수질 조사 항목의 어떤 수치 (수온 둥)의 변화가 

환경 영향의 평가와 판련되기 위하여는 이들이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올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 실험 (여러 조건에서의 배양 실험 둥) 

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청 명향 평가에서， 시간과 경비 둥의 

제약 때문에 이러한 실험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같 

은 조건에서 수용만이 어느 범위 내에서 충가하였다면， 식물 플랑크톤의 광 

합성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Ni려sen， 1975). 이러한 결과가 온배수의 

영향과도 관련되어 있다면， 옹배수에의한 광합성의 중가， 수온 상숭에의한 

호홉의 증가， 이들의 복합적인 영향이 주요 식물플랑크톤 개체군의 충감으로 

나타나는지， 나아가 이러한 변동은 먹이 연쇄를 따라 어떻게 반영되는지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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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판한 연구가 환경 명향 평가롤 위하여는 펼요할 것이지만 이러한 연구까 

지는 아직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챔이다. 

특히 동 식물 플랑크톤의 연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식물 풀량크 

톤의 성쇄와 동물플랑크톤의 성쇄률 연결짓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적으로 사 

실 일 것이다. 그러나， 환청 명향 명가가 문자 그대로 과학적이기 위하여는 

실제 동물 플량크톤이 번성하는 식물 플랑크톤을 먹이로 사용하는 지 둥은 

최소한 검중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어떤 보고서 

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총체적으로， 동식물 플랑크톤의 항 

목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도 대체로 마찬가지이나) 온배수의 명향으로 식물풀 

량크톤의 생장율이 중감할 것이라거나， 동물플랑크톤의 성장이 촉진 혹은 둔 

화될 것이라는 둥의 명향 파악에는 미치지 못하고， 몇 면에 걸친 내용이 출 

현종의 열거， 우점종의 계절객 변동에 판한 그렴， 종 다양성 지수의 그립 둥 

으로 채워져 있었다. 환청의 변화 가농성， 그로인한 대상 생물의 예츰되는 

변동 둥에 판하여는 거의 언급이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연구기간이 짧고， 경 

비가 위에서 언급된 실험 둥은 물론 이러한 나열율 위한 현장조사에만도 부 

족한 때문이 아닌가 판단되었다. 

마지 막으로. samp파19 주기 에 판한 문제 이 다. 위 과거 의 경 향 

파악에서 언급되었듯이， 생활사가 매우 짧은 (몇일의 order} 식물 플랑크톤 

의 동태를 3 개월이라는 비교척 긴 주기의 계절변화로 파악하려함은 많은 

정보의 손실을 초래한다. 봄철에 어떤 분류군이 우정하였다가 여름철에 다른 

어떤 분류군으로 우점이 바뀌었다는 식의 서술은 올배수 둥에 의한 명향 봐 

악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사실 자체로도 매우 불편한 보고이다. 삼 

개월의 시간 간격에서 여러 쩨대가 명위되었율 터인데， 그 동안의 변화가 생 

략된체 갑자기 삼개월 뒤의 새로운 식물상의 껄명운 그간의 환청 요인의 변 

98 



화 역시 점진적이었다는 점에서도 부족함이 었다. 따라서， 적어도 월별의 조 

사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는 시료수의 증가에 

수반되는 연구소요 기간의 확보일 것이다. 대개의 환경 영향 평가가 1년 단 

위의 연구이다 보니 자연 월별 조사의 청우는 기간내에 연구를 종료하지 못 

하는 실정올 초래한다. 이점은 다른 항목의 조사에도 물론 적용되는 것으로， 

결국은 조사결과의 질적 수준올 하향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실 

제， 많은 보고서가 혐상의 나열에 그치고， 그 원인 파악이나 본래의 취지인 

환경 영향의 평가에 대체로 이르지 못함은 ( 구체척으로， 어떤 종류의 플량 

크톤이 계절별，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다는 서술에 그철 뿔， 온배수 

둥의 효과가 어떻게 영향올 주어 생태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는 내 

용이 없음은) 무엇보다도 연구 여건의 제약 때문으로 종합되는 듯하다. 

본 보고서에서도 위에서 얼거한 과거 보고서의 한계를 크게 벗 

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발전소 가동에 따른 온배수의 명향에서 부분적 

으로 동식물 플랑크톤에 변화가 있올 것임올 과거의 다른 조사들의 컬과에 

서 조심 스럽게 유추하고 있올 뿔이었다. (본 조사 결과는 직접적으로 환경 

명향의 평가에 사용되지 못하고 타 자료가 본 영향 평가에 사용되었다는 점 

으로 뒤에서 다시 언급될 것임) 한편， 과거의 환경 영향 평가에서 대체로 포 

함시키지 않고 있는 1차 생산력올 측정 보고한 것은 진일보 한 긍정적인 변 

으로 명가 될 수 있었다. 나아가 조사 방법에 명시된 환경 요인의 측정(pH 

빛 광량)과 생물량， 혹은 1차 생산력과의 판계를 포함하였으면 더욱 좋았으 

리라 여겨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1차 생산력올 취수구역 과 배수구역 간에 

비교하였으나 (표 3-1) 이 컬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 국지적 자료로 전 수 

충에 확대한 자료 변환의 타당성 검증 둥이 없었고， 이 결과를 직접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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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조사 해역의 1차 생산력 

단위 : 표충 - rngC/m3!hr 

천충 - rngC/m2/day 

정 첨 가 율 겨 울 봄 여 륨 

표충 42 135 176 
2 

전충 199 532 1,253 

표충 37 44 278 95 
5 

전충 471 149 796 708 

표충 80 10 75 61 
취수구 

전충 352 27 178 387 

표충 12 13 17 24 
배수구 

전충 128 24 12 211 

m w 



제 1.3 절 혜저 식물 

저서식물은 해양생태계의 여러 구성원 가운데 저서 고착 통물과 

함께 이동능력이 없이 지리적으로 서식 위치가 고정되어 었다는 점에서， 환 

경 영향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롤 지닌다. 부유 며생물이나 동식물 플랑 

크톤， 어류 둥은 수동적으로든 능동척으로든 서식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을때 이동을 통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는 적웅할 수 있다. 그러나， 고착 생활율 하는 저서식물은 환청에 변화가 야 

기되었올 때， 이 변화에 대하여 생리적으로 척웅할 수 었으면 살아남지만 생 

리적으로 적웅하지 못하면 죽올 수 밖에 없다. 

한편 저서식물은 해저변의 상태와 파도의 강도에 따라 분포의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환경의 명향올 논하는데 전혀 판 

계가 없올 수도 있다. 해저면이 연성저질 일 청우는 저서식물의 분포가 미미 

하기 때문에 실제 파거의 몇 보고서는 저서식물의 항목이 자연 제외 되어 

있다. 그러나， 저서식물이 분포하는 곳에서는 South and Whittick (1989)의 

지적 처럼， 그 분포가 매우 다양하면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웅이 전적으로 

생리적이기 때문에 타 생물 그룹 보다 유익한 환경 변화의 지표가 될 수 있 

다. 해양 저서식물온 형태와 생리생태적인 기능에 따라 6개의 기능형으로 

구분될 수있는 데， 이률 기초로 해산 식물의 형태적 특정과 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엽상형군과 사상형군은 환청이 불안정한 해역에 

많이 출현하는 반면， 조분지형과 후혁질근은 환경이 안정된 지역에 다량 출 

현하는 양상올 보인다 (Lit따 and lit따. 1984; 손. 1987; 융과 부. 1991; 이 

둥(1992)로 부터 재인용). 따라서， 환경 영향 형가에 있어서 해양 저서 식물 

은 종 조성 자체로도 환정의 특성올 껄명할 수 있올 뿔만아니라 종 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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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통하여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과거의 환청 영향 형가서에서 

도 저서식물에 판한 많은 부폼이 총 조성의 나열에 큰 부분올 할애합은 이 

러한 연유에서 위의 동식물 훌륭량크론의 경우와는 달리 이해되어져야 할 것 

이다. 

종 조성의 파악 빛 생물량의 보고를 통한 연구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군집구조의 해석올 위한 시도이다. 청성 정량적인 분포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위 다변량 분석 둥의 통계척 처리를 통한 군집 구조의 해석올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여러 훈야의 경우 보다 저서식물의 경우에서 두 

드러졌다. 이는 자료 자체가 같는 속성과도 관련이 있는 듯 하다. 분포의 자 

료를 수치 변환올 통하여 몇개의 판측되지 않온 인자에 투명하여 그 인자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가는 다변량 분석은 사회 심리학적인 분야에서 많이 사 

용되고 생태학에서도 이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판흑되지 않으며 내제하 

는 인자’의 해석이 용이한가 이다. 분포 자체가 저서식물온 2 차원적인데 반 

하여 어류나 플랑크톤의 경우는 3 차원척 일 뽑만아니라， 운동과 관련된 다 

양한 행동 양태둥이 추가로 혜석에 추가되기 때폼에 이러한 통계적 처리는 

저서식물상의 해석에 더 유리한 일면이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저서식물의 특성율 대체로 잘 반영한 조사 

로 평가될 수 있올 것 같다. 지역의 륙성에 기안된 것으로 인정되는데， 대 

상 해역올 취수구， 배수구， 감포항으로 제한하여 조사하였고， 조사 컬과의 나 

열에도 위에서 열거한 통계척 분석율 포함시키고 있었다. 즉， 종간 상판 지 

수로써， 유사관계를 집락 분석하였으며， 상업척 주요종에 판한 내용도 포함 

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발전소 가동과 판련된 명향온 온배수의 효과에서 다 

루고 있으나 본 조사의 결과를 칙접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자료롤 보 

다 더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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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4 철 저셔 동물 

저서 무척추 동물온 운동 능력에서 매우 다양함을 보이고， 서식 

환경에 따라 본포상이 혐저히 다르기 때문에 채집 방법이 자연 다양해진다. 

따라서， 미생물이나 플랑크톤에서 언굽되는 채집 방법의 표준화에 대한 기대 

자체가 매우 어렵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채집 방법과 관련된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언급이 없옴온 과거의 연구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저질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채집 방법올 채택하였으나， 자 

료 신뢰도에 판하여는 역시 언급이 없었다. 

또한， 저서동물의 경우는 분류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분포상올 보 

이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이 분야롤 담당하는 한 두사람으로는 훈류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 결과 다른 분야의 data는 종 (species)올 그 

기본으로하는 데 반하여 무척추동물에서는 분류의 계급이 다양하였다. 어떤 

보고서는 종 또는 속의 계급 단위까지 분류하는가 하면， 본 조사의 경우는 

표 3-2 에서 와 같이 문 (Phy파n) 또는 목(order) 의 계급으로만 분류하기 도 

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로 인식되고， 따라서 점차 그 분포에 

판하여 분류학적으로 기재하여간다는 긍정정인 이해도 가능하지만， 서로 다 

른 계급까지의 분류로 인하여 군집의 분석올 위한 제반 통계 처리가 무의미 

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는 본 보고서도 과거의 한계 

를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저서 무척추 동물에 미치는 옴배수 둥의 환경 변화 요인의 영향 

은 다른 생물군과 마찬가지로 온열 효과， 취.배수에 따른 기계적인 타격둥 

의 칙접적인 명향과 해수의 성질 변화， 저질의 변동， 동식물 플랑크톤 둥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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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 구성 요소률에의 명향에서 이어지는 효과 둥 복합객이며 간접적인 영 

향으로 나궐 수 있다. 후자의 간첩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앞서의 상대적 소형 

생물군에 대한 연구에서와 같이 대체로 환청의 앵향율 구체적으로 논하기 

보다는 분포상의 특징올 나열하고， 이률 관련되는 것으로 유추되는 몇몇 환 

경요인과의 상판판계둥으로 해석하려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도 표 3-3과 

같이 이러한 시도를 하였으나 두드러진 철론올 얻는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 

었다. 

반면， 온배수의 온열효과나 배수구 주변에서의 물의 이동 둥과 

관련하여는 그 명향올 구체척으로 적시하는 청향이 있었다. 얘를들면， 년중 

수온의 변화가 큰 온대 수역의 청우 저서무척추동물의 청우 수옹 변화에 대 

한 적웅력이 커서， 발전소 온배수에의한 온도 상숭의 범위가 3-5 "C 라면 

이의 칙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한국전력공사， 1992; 산업기지 개발공사， 19 

86)고 하는가 하면， 따라서 수온 변화 보다는 배수구 주변 물의 이동 상태 

변화에 의한 저질의 변화 둥이 서식환청율 변화시킨다(김 과 장， 1987)고 서 

술하고 있다. 나아가 온배수의 명향권이 배수구 주변 한정된 거리에 국한되 

기 때문에 저서무척추 동물에 미치는 올배수의 영향온 위의 간접객인 요인 

에 의해 좌우된다(이 둥， 1992)고 서술되어진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 

러한 관점에서의 절명이 거의 없었다. 

한편， 다른 보고서에서는 핫아보기 힘든 출현종의 생물 지리학적 

분포형에 판한 절명이 있는데 (표 3-4), 한정된 지역의 출현종올 이렇게 분 

류 나열하는 것이 환청 영향의 명가에 어떻한 도움올 줄 수 있는 지 매우 

의심 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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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성 퇴적물의 저서 동물 군집 

(단위 : S-총수. N-개체수) 

짧「국폰 
가올 져올 봄 여름 계 

SIN SIN SIN SIN S I N 

Cnid하ia(자포동물) 3 12 1 3 2 7 4 22 

Platyh밍minthes(편 형 동물) 1 1 1 1 

N얹ner바lea(유형 동물) 2 2 - 2 2 4 4 

Brachiopoda(완족동물) 1 11 - - 1 3 1 4 

Annelida(환형 동물) 
Polychaeta(갯지 렁 이 류) 46 542 49 496 39 214 51 562 81 1.8121 

A며rropoda(철지 동물) 

Crustacea(갑각류) 
Ma，σ따a(새우류) 3 5 2 2 3 7 6 14 
Anomura(집 게류) 3 35 1 1 4 54 7 90 
Brachyura(게 류) 5 8 5 18 3 4 5 6 13 36 
Stomatopoda( 갯가재 류) 1 2 1 11 - 1 3 
Isopoda(잔벌 레류) 1 1 1 1 1 11 - 2 3 
Amphipoda(옆새 우류) 6 19 13 74 4 5 12 45 25 143 
Cumacea(쿠마류) 1 11 - 1 1 

Mollusca(연체동물) 
Biva1via( 이 매 때 류) 10 74 6 32 5 61 9 31 14 198 
Gastropoda(복족류) 3 3 3 3 

Echinod얹mata(극피 동물) 
As따oidea(불가사리 류) 1 11 - 1 2 2 39 
Echinoidea(성 게류) 1 2 1 11 - 1 3 2 4 
Ophiuroidea(거 미불가사리 류) 6 45 4 68 6 30 8 32 10 175 
Holothuroidea(해삼류) 1 2 1 2 

Chordata(척 색동물) 1 11 - 1 1 

합 계 87 716 87 732 61 323 102 753 174 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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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저서 동물과 환경 언자와의 상판 판계 

수 심 수 온 염 분 
용폰 명균 

환급도 
유기물 

환경요인 (m) (t) (%,) 산소 입청 
(41) 

함 량 
(mtlt) (41) (%) 

r -0.36 0.46 -0.37 0.35 -0.32 -0.35 -0.40 

개체수 n 13 13 13 13 13 13 13 

p * ** * 

r 0.13 -0.18 0.24 -0.45 0.07 0.11 0.11 

생물량 n 13 13 13 13 13 13 13 

p ** 
L 

* p < 0.05 

** 0.1 < p < 0.05, r: Pearson의 상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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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절 어류 (난， 자치어 포함) 

어류는 유명 능력이 크고 미세한 환청 변화에 대한 감지능력이 

있어 환경 변화를 감지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서식처를 옳길 수 있다. 유영 

능력의 큼은 채집상의 어려움올 야기하는 데， 이는 곧 채집 방법에 따라 자 

료 자체가 큰 차이를 보임율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 (1992)에 제시 

된 표 3-5와 표 3-6은 채집 방법에 따라 종 조성 빛 양적 분포가 얼마나 크 

게 변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었다. 

한편， 어류는 서식처에 따라 부어류(p려짧ic fish) 와 저어류(dem 

ersal fish)로 구분한다. 부어류는 일반적으로 유명 능력이 커서 생활 공간도 

넓올 뿔만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자료의 변화 폭도 크다. 반면에 저어류는 유 

영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서식 공간이 좁아 정량채집이 상대적으로 용이 

한 편 이 다 (Al1en, 1982: Horn, 1980). 때문에 환청 에 어 떤 변화가 야기 되 었 

을 때， 부어류는 쉽게 서식처를 옳길 수 있는 반면에 저어류는 이러한 반옹 

의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연유에서 과거 환청 명향 i명가의 어류 항목에서는 

주로 저어류를 대상으로 하였었다. 저어류를 주 대상으로 한 과거의 보고들 

은 플랑크톤에서 취급되는 조사대상들올 대체로 포함하고 있는데 (종 조성， 

개체수 분포， 종 다양성 지수， 우점도 둥)， 여기에 덧불여， 대조되는 해역 -

이를테면 발전소 주변의 청우 취수구역 과 배수구역 둥)- 에서의 체장 체중 

비율 둥올 추가하기도 하였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가지 서로 다른 어류 채집 방법을 통하여 얻 

어진- 저인망과 삼중자망올 사용한 것-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앞서 

밝힌 연유들의 판점에서는 매우 적절환 방법의 선태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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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저서동물의 생물 지리학척 분포형 

!좋폰한대냉수총 북연·셔 안태형 총양 아열대 용수총 범 재계총 붐총대상석수 I 
A(납gla짧，oapmk홉gR*·‘ 이ni) M(擬'agelone짧n f짧앓앓~ï명。D M따dane 

cristata 

(갯민지숭렁대이나)무 

Am꺼ariacriectae Glycheimrari 

(擺홉。'1) 야(짧갯';0지'p1u떻 렴mP 이grs) 
(작은갯사지솜령이) (치갯로지리령미이갑) 

Chaetozone 

P굴(에dM”혼 갯p”m예2￥k 질i 렁OM얼S 이) 
Lumbrinerides Sternaspis 

setosa 
(긴 S갯총P지곳 령 이) 

scutata 

갯지렁이류 
(솜래렬 갯바지퀴렁실이타) (오갯뚜지기렁이) 

Brada villosa Lumbrineris 
R(팡exo*l명갯im예o지h금 렁m 이r&)ia (했려혈이) (건랭헬훨휩) 

A(흰k방h갯t)I빽지s 금 렁 ca 이eca) N(남.t p갯용I빽지'yb금 령ran 이ch)ia 

L때tb꺼neris 
latreilli 

(송곳갯지령이) 

종수(%) 8 (12) 39 (58) 7 (10) 13 (19) 67 

Yoldia Nuculana 
연체동물 (비단 am호.yg두&조lea개) (효 m두u조lu~개a) 

종수(%) 1 16 (94) 0 0 17 

p(도'an화da새lùù 우Je류 S}P. Pisidia Upm(o쑥gae o)bria 

(鍵뽑짧‘) 
갑각류 

Pilumnus 
minutus 

(애기렬보푸치게) 

총수(%) 1 17 (68) 6 (24) 1 25 

108 



표 3-5 1991년 4월 삼천포 해역에서 3중 자망에 의혜 채집된 어류 

취수구 배수구 총 합 

종
 

명 개체수 중량 개체수 중량 개체수 중량 

Ditrema temminc퍼(망상어 ) 2 128.7 14 810.0 16 938.7 

Hexagrammos ota퍼i(쥐 노래 미 ) 3 650.0 2 608.0 5 1258.0 

Limanda yokoh없nae(문치 가자미 ) 17 1061.0 17 1061.0 

Liopsetta pinnifasciata(호수가자미 ) 1 171.4 1 171.4 

Mugil ceph외us(숭어 ) 1 535.0 1 535.0 

Sebastes inermis(불낙) 1 21.7 2 320,0 3 341.7 

암mssa koreana(곤어 리 ) 1 2.7 1 2.7 

Number of species 

Total 

6 4 7 

25 2567.8 19 1740.7 44 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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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er trawl 에 의해 채집된 어류 

취수구 배수구 대조구 z 총 합 

개체수 중 량 개체수 충 량 개체수 충 량 개체수 충 랑 

표 3-6 

며 
。

Acanthogobius flavi뼈nus(문절망득) 

Amb lychaeturichthys hexanema(도화망묵) 
Argyrosomus argentatus(보구치 ) 
Chaeturichthys stigmatias(쉬쉬 망륙) 
Conger myriaster(붕장어 ) 
Cryptocentrus filifer( 실 망특 ) 
Ctenotrypauchen microcephalus(빨갱이 ) 
Cynoglossus joyneri( 참서 대 ) 
터ledrias f하19i(흰베도라치 ) 
Enedrias nebulosa( 베도라치 ) 
Hemitripterus villosus(삼세기 ) 
Hexagrammos otakii( 해노래미) 
lnimicus japonicus(쑤기미) 
Johnius belengerii( 민태 ) 
Leiognathus nuchalis(주둥치 ) 
Limanda herzinsteini( 참가자미 ) 
Li빼nda yokohamae (문치가자미 ) 
Li명ris tessellatus(물메기 ) 
Pampus argenteus( 영어 ) 
PlatyceJ:Ìlalus indicus( 양태 ) 
Pseudor벼mbus pentophthalmus(점녕치 ) 
Repomucenus iunatus(훌양대) 

Sabamia geneionema( 바닥문절) 
Sardinella zunasi( 밴탱이 ) 
Sillago japonica(청보리멸) 
Stephanolepis cirrihifer(쥐치 ) 
Takifugu niphobles( 북섬 ) 
까lrissa kore하1a(곤어리 ) 

Verasper veriegatus( 법 가자미 ) 
Zebrias zebrinus(궁제기서대) 

97.8 
960.2 
40.0 

172.2 
235.6 
17.3 
4.0 

121. 7 
130.8 
958.4 
15.8 

175.3 
428.6 
216.3 

4168.9 
508.2 
969.4 

7441. 3 
155.2 

1844.5 
29.0 

3564.1 
10.0 

127.5 
384.7 
133.8 
51. 0 

546.6 
800.5 
24.8 

30 
96 
2 

13 
4 
2 

8 
9 

20 
2 
2 
9 

41 
1364 

10 
21 

660 
13 
19 
l 

734 
2 

10 
59 

2 
66 
9 
l 

56.0 
323.9 

126.0 
390.4 
98.5 

1235.7 

2062.5 
10.0 

16.1 

298.4 

94.8 

357.3 

164.4 

184.1 
701. 4 

410 
2 

2 

38 

18 
52 

6 

35 
188 

2 

정
 7 

5 

12 

6 

31. 5 
326.2 
40.0 
7.8 

235.6 
17.3 
4.0 

20.0 
110.8 
468.9 
15.8 

175.3 
312.9 
25. 7 

2107.4 
480.0 
680.4 

5973.0 
52.4 

608.8 
29.0 

732.3 

91. 8 
363.8 
133.8 

71. 6 
800.5 
24.8 

7 
% 
l 

。
。n3 

1i 

9 
19 
2 
1 
4 
2 
1 
1 
8 

10 
2 
2 
5 
5 

624 
8 

17 
494 

5 
14 
l 

152 

10.38 
310.2 

35.8 
4.8 

51. 0 
176.7 

115.7 
6.5 

1360.1 
28.2 

163.0 
1077. 9 

4.2 

769.3 

6.9 
20.0 

132.2 

172 

3 
I 

2 
20 

3 
25 

1i 

1i 

ja1 

4 
1 

552 
2 
2 

137 
1 

종 

30 
3211 24333.4 

110-

15 
812 6119.5 

2B 
1468 13941. 2 

17 
931 4272.6 

N뼈ber of species 
Total 



한편， 어류는 생활사가 길기 때문에 환청의 명향이 쉽게 판측될 

수 있는 초기 생활， 즉 난과 치자어의 동태롤 벌도의 항목으로 취급하고 있 

다. 이 부분은 채집 방법이나 분석이 대체로 플랑크톤의 경우와 홉사하여 과 

거의 연구 컬과는 플랑크톤의 항목에서 취급한 바에 준환다고 할 수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어류의 수산생물로의 가치률 이용하여， 실제의 채집보다도 주 

변 주민에의한 어획의 자료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는떼 (한국전력공사， 198 

5 둥)， 이 경우는 역시 자료의 신뢰도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내용상에서는 난， 자치어， 성어 모두 종 조성 빛 개체수 분포를 

나열하고， 이들의 시공간적 차이를 서술하며， 종 다양성지수， 우점도 둥올 구 

하는 것이 과거 환경 명향 평가의 대부분 이었고， 더러 성어의 경우 체장-체 

중 관계를 포함하기도 하였다. 본 보고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난， 자치어， 저 

언망으로 채집된 성어， 삼중자망으로 채집된 성어 들에 대하여 위의 항목들 

올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간의 판계에 대하여는 언급이 전혀 없 

거나 매우 부족하였다. 한편， 체중-체장 판계률 서로다른 지역， 즉 취수구와 

배수구 간에 비교를 시도한 것은 수온과 성장의 관계 파악이라는 점에서 중 

요한 시도 였으나， 그 결과를 서솔함이 매우 소극척이었다 (표 3-7). 

표 3-7 어류 체장 - 체중 판계 

주요어종 취 1 ι~ 구 배 수 구 

망상어 W = 3.12 x 10-5 L3 (~=0.96E W = 2.63 x 10-5 L3 (~=0.861 

노래미 W = 2.13 X 10-5 L3 (~=0.81S W = 1.72 X 10-5 L3 (~=0.4 1~ 

뺑에톰 W = 3.16 x 10-5 L3 (~=0.842 W = 3.16 x 10-5 L3 (~=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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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철 혜양 미생물 

생태학척으로， 해양 미생물의 청우는 그 분포와 기농이 매우 다 

양함에도 아칙까지 다른 생물군에 비교하여 상대척으로 덜 연구되었다는 것 

이 특징이다. 또한 접근 방법도 기존의 생태학척 접근과는 다른 일면이 있 

다. 동 식물 플랑크톤이나 어류， 해조류 둥의 청우는 생태학적인 접근에 있 

어서， 어느 종류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가， 각각의 종류는 양척으로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가， 이들 청정 정량객인 훈포는 시공간척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이러한 변확는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가， 그러한 변화의 원인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야기되었올 때 생태계는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인가 하 

는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고 발전되어 왔었다. 그러나， 미생물의 경우는 분류 

나 정량화 이전에 그 기농이 먼저 연구 발표되었는 가 하면， 해양의 경우는 

분류체계나 이에 바탕올 둔 궁집구조의 분석 둥은 이제야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점 둥이 특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환경 명향 형가에서도 미생물 부분이 상대적으로 렬 연 

구된 면이 없지 않다. 한편， “미생물은 다른 생물에 비하여 생장 속도가 빠 

르고 환경 요인에 대한 민감도 또는 내성이 미생물의 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혜양미생물의 청량척 분석율 위한 조사 방법에 따라 그 컬과 

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 .. (이 둥. 1992) 고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혜양 마 

생물올 포함시킨 환청 영향 형가들에서 분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비 

교가 어려운 면이 있으나， 포함시킨 내용온 대체로 비슷한 편이다. 대체로 

지금까지의 연구는 혜양 미생물율 일반째균， 일반균류， 환변성 대장균， 

S려monella -Shig려1a 균. Vibrio 굵 둥으로 대환하여 각각율 배지 에서 배 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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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들의 수량올 제시하는 것이었다 (극동석유주식회사， 1986; 한국전력공 

사， 1992). 분변성 대장균 수나 S려monella -Shigl앙la 균온 이들이 포유동물의 

분변이나 생활오수의 유업에 의한것이라는 점에서 수환경의 오염정도를 나 

타내는 지표 미생물로 조심스럽게 이용되고 있었다. 최근 이 둥(1992) 은 이 

들 장내 세균은 해양환경에 노출될 청우 생촌 기간이 비교적 짧아 좋은 지 

표 미생물이 되기에는 미홉합이 있어， 대안으로써 혜수환경에 내성이 비교적 

강하고 수산물의 위생적인 면과도 밀접한 Vibrio 세균올 지표미생물로 제시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도 이들 일반세균， 일반균류， 분변성 대장균， 

Sa1monella - Shigella 균， Vibrio 균 둥의 분포롤 보고하고 있다. 

한펀， 과거 조사 대상이 되었던 이들 미생물군의 개체수의 파악 

에 ATP를 통한 현존량의 측정， 기초 생산력의 측정， 세포외 효소 활성도 측 

정 둥올 포함한 해양미생물의 조사 방법이 제시되었다(이 둥， 1992). 특히 세 

포외 효소 활성도는 아칙 우리나라에서 환청 영향 평가에 포함시킨 질적이 

거의 없는 반면， 이들이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주 

목할 만하였다. 그것은 수환청에서 매우 중요환 기능올하는 미생물에의한 고 

분자 유기물의 생분해가 대상 고분자 유기물의 분자 크기에 따라 미생물이 

직접 칸여하지 못하는 반면 세포내에서 합성된 가수분해효소들이 셰포외에 

분비되어 이들이 고분자의 유기물을 훈혜， 미생물이 칙접 분해할 수 있는 상 

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유기물로 만들기 때문이다 (Hoppe,1983; Somville, 

1984). 그러나， 본 보고서에는 이러한 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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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철 결 론 

과거 환경 앵향 평가의 여러 항목올 종합하여보면， 첫째로， 자 

료의 신뢰도에 대한 검중의 부족이 전반척인 특정이었다. 조사 정첨의 선정 

에 혜수의 이동올 고려한다거나， 자료의 변이 폭이 큰 생물군의 경우 과연 

자료의 변이가 얼마나되며 따라서 시공간척 분포의 차이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테스트해본 청우가 척었었다. 이러한 점의 부족은 그 결과가 

과연 얼마나 사실에 근접하겠는가 하는 근본척인 의문율 줄 수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 둥(1992)이 환청 명향 I명가 방법의 표 

준화를 추구함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자료의 신뢰도 문제는 여천히 간과되고 있옴이 우 

선 지적될 수 있겠다. 

둘째로， 지금까지의 보고서률온 각 분야 공히 현장 조사를 근간 

으로 하였는데 어느 분야도 실험실에서 보완되는 실험이 없는 공통점이 있 

다. 예를들면， 몇차례의 현장조사로 어떤 생물군의 환포를 파악하면， 분포의 

변화가 동시에 측정된 환청의 어떤 파라미터와 밀접한 판계를 갖는지 유추 

하고 있었지만， 실험실에서 그 파라미터의 변화가 당시 분포하는 생물에 어 

떤 영향올 주는지 실험해본 실척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조사 여건 

과도 판련이 되겠으나 언젠가는 이러한 실험이 환경 명향 조사에 동반되어 

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실험은 전혀 없었고， 그 

러한 실험이 동반되지 않은 과거의 자료롤 충빙의 자료로 사용하여 환정 명 

향의 유무를 논하고 있었다. 

셋째로， 독립적으로 연구된 각 생물군이 실제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유기적인데 반하여， 각 분야의 컬과들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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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소훌함울 보이고 있었다. 예를들면， 온배수로 인한 수온 상숭이 어류에 

는 A 라는 방향으로 명향올 줄 것이라고 판단되고， 동 식물 플랑크톤에는 

각각 B 와 C 라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면， 이 세 방향은 생태계 라는 

시각에서 있올 수 있는 변화의 때턴인지 아니면 서로 상충되는 것인지 둥에 

대한 종합 분석의 노력이 필요한 데，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편이었다. 대부 

분의 결과가 거의 모두 명향이 벌무하다거나，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되어 있는첨에서 특벌히 종합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다고 간과 

하기에는 역시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들에서 지금까지의 환청명향 형가들은 매우 형식적 

이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를 갖게한다. 이는 조사여건과 큰 판련이 있는 것 

같았다. 단기간에 많은 분야를 서로 다른 전문가가 취급하고 종합하여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한다는 혐실적 여건이 위에서 언급된 어떤 한계를 필연적으 

로 한다는 뭇이다. 이러한 시각온， 부정적인 평가를 받올 수도 있는 많은 보 

고서가 발표된 후， 각각의 분야에서는 통 사업의 수행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 

탕으로 많은 논문이 전문학술지에 시차를 두고 각각 발표되고 있다는 점에 

서 지지된다고 볼 수 있겠다. 본 보고서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점은 본 보고서에서 전반부에 

열거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실상 후반부의 환경 영향 평가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의 전 항목， 즉 각 생물군에 대한 발전소 

가동의 명향은 과거의 타 지역에서의 컬과롤 바탕으로 유추하고 있올 뿐 본 

보고서와 판련하여 조사된 해양 생태의 현황은 영향 평가에는 거의 전혀 반 

영되지 않았다. 이는 달리 표험하면 전반부에 나열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조 

사 없이도 현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수준의 발전소 가동 영향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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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2 철 육수생태채 

제 2.1 철 육수생태계 형가항법 

1. 조사항목 

육수생태계를 대상으로 하여 환경명향을 평가할 때에는 대체로 수생식물 

군집，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수생동물언 수서곤충 및 어류퉁에 판한 내용올 

포함한다. 이중 평가대상지역의 종류， 규모 빛 현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예를들면 대상지가 하천류인지 또는 호수류인지， 하천이면 하천 

의 상류부인지 또는 하류부인지， 하천 또는 호수가 산간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 아니면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는지 또는 혜역과 연컬되어 바닷물의 영향 

올 받는지， 조사대상하천의 길이가 긴지 또는 짧은지， 청사구배는 어떠한지 

둥) 각 조사대상지역의 조사분야에 대한 내용옹 증대되거나 감소되기도 하 

며 하천이나 호수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온 지대에서는 생략되기도 한다. 

육수생태계 조사는 크게 말하면 어떤종류의 생물들이 각각 얼마만큼씩 분 

포하고 있으며 현행의 주변환경여건이 수생생물에 어떻게 명향율 주고 있는 

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육수생태계의 조사항목온 종조성， 종다양 

도， 우세종， 고유종 또는 회귀총， 지표종， 학술상 귀중한종둥의 주목되는종의 

자생상황 및 주목되는 이유， 분포상황둥율 써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어느정 

도 정성적인 훈석은 이루어져 분포 상황은 기술하고 있으나 정량척인 결과 

가 미홉한 상태이다. 또한 육수 수괴내 및 주변의 물리척인 환청의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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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여 이들 환청이 수계생태계에의 종조성과 군집구조에 어떤영향올 미 

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부각되는 사실이 없는 실정이다. 

2. 조사방법 빛 내용 

(1) 수생식물 빛 부확조류 

수생식물은 환정명향평가의 시작과 함께 조사항목으로 들어갔으나 대 

부분의 평가서에는 이를 한개의 항목으로 다루지 않고 육상식물에 칸단히 

포함시키거나 전혀 언급이 없는 청우도 볼 수 있다. 수피내의 생물대상은 대 

부분이 이동성이 있는 반면 수생식물 및 부착조류는 이동성이 적어 서식위 

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었 

다. 플랑크톤이나 수서곤충， 어류의 청우는 수동적 또는 능동적으로 서식위 

치를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의 저항이 왔을 때 다소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척합한 서식지를 찾아 적용할 수 있다. 반면에 저서성 수생식물은 이 

동할 수 없는 관계로 생리적으로 척용하지 못하면 사멸하고 만다. 이러한 이 

유로 수생식물의 조사는 유무의 판계가 중요시 될 뿔만 아니라 이동성이 없 

는 고착적 2차원적 분포를 하므로 정확한 조사를 시도하면 정성. 정량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올 것이다. 

(2) 플랑크톤 

플랑크톤은 모든 육수생태계내의 먹이연쇄의 기조를 이루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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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용하여 짧온 시칸에 Bloorning을 일으키므로 

서 수질의 상태를 알려주는 좋온 지표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명향형가 

에 있어서 부유생물의 위치는 중요시 되어 왔고 그간에 다소의 자료들이 축 

적되어 왔다. 

현행의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지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으나 소하 

천일 경우는 조사 자체가 생략된 청우도 있다(한천， 1992의 경우). 그러나 조 

사대상지가 대형호수 또는 댐둥의 대형 수괴를 끼고 있는 청우에는 해양의 

플랑크톤올 조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조사청첨벌， 수충별로 종조성， 개체 

수， 종다양성지수， 우점도， 계절적변화라는 공풍된 항목의 내용율 담올 수 있 

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992)에서 혜양플랑크톤의 

조사방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훈의 방법이 청량.정성적인 방법 

으로 시도하고 있어서 현행의 조사도구나 방법상에는 이의가 없으나 플랑크 

톤의 경우 생산자인 식물생풀량크톤과 이률 먹이로 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경우 투과되는 빛의 양， 투명도， 물리적 부유물질의 양둥이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풀량크톤의 청우 생활사가 짧아 일주기척 변동 

이 심하다고 사려되는바， 주야에따른 Time - Interva1벌 조사가 시도되어야 

한다. 자료의 정확도를 중대시키기 위혜서는 Sampling 횟수를 중대 시키는 

것이 좋으나 척어도 일주기척 변동율 조사하여야 하고 그 다음이 이러한 

일주기적 변동올 기조로 시간과 비용의 범위내에서 월별 또는 계철별둥의 

조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물론 조사지점과 조사도구， 조사방법의 적용둥옹 

항상 일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시간(예를 들면 2시간， 또는 3시간마다실 

시하거나 일몰의 전 또는 후， 청오 또는 자정둥)， 조사방법， 조사도구의 사용， 

분석방법， 조사내용둥은 환경명향명가롤 할려고 하는 모든기판에서 표준화되 

어야만 향후 과거와 미래의 생물상빛 양의 변화둥이 신빙성있게 비교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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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3) 수서곤충 빛 저서무척추동물 

수서곤충은 수생생물의 먹이 연쇄에서 그 중간척단계률 차지하며， 그 

중 많은 종류가 생활사중의 한단계롤 수체률 벗어나 육상에서 생활하는 판 

계로 Cosrnopolitan Insbibution올 하기 유리하다. 그러한 관계로 수서곤충은 

과거로부터 지표종으로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또한 먹이연쇄에 있 

어서 어류풍의 장위의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폰재가 된다. 수서곤충의 경 

우 하천의 상류역처럼 생산자인 부확조류둥에 의폰하는 경우와 하류역처럼 

부식물에 의존하는 청우도 있다. 그러므로 천의 상휴역에서 부유혐탁물의 증 

가(자갈채석， 하천개수둥의 공사)는 비교적 짧온 기간에 수서곤충에 명향올 

미치며 이는 곧바로 어류의 먹이와 판계가되기 때문에 수서곤충올 주식으로 

하는 저서성어류를 사라지게 만든다. 

수서곤충의 분류는 그생활사과청층의 변태가 심하고 특히 유충일 청 

우는 분류상의 애로점이 있어 목별로 정리하거나(한국총합기술개발공사， 

1990), 좀더 자세한 시도는 속벌로 정리한 것도 었다(한전， 1992). 수서곤충 

의 경우는 플랑크톤의 청우처럼 일주기척으로 변화가 심하지 않온 판계로 

시간대벌 조사를 요구하지도 않고 수서곤충자체가 이동성은 있으나 그 운동 

성이 미미하여 정량화가 가능하기 때품에 최소한 월별 또는 계절별 시기를 

고정하고 사용도구를 일청하게하는둥 표준화된 조사방법에 의하여 실시되어 

야 만이 향후 과거의 컬과를 비교혜보고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올 예 

측할 수 있올 것이다. 

수서 무척추동물 흑 곤충류를 쩨외한 갑각휴(째우류， 게류둥)， 빛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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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매꽤류， 복족류). 편형동물(플라나리아둥). 환형통물(실지렁이둥)의 경 

우도 수서곤충의 조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다. 

(4) 어류 

어류는 수서동물중에서 먹이연쇄의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 

체내의 척추동물의 대부분올 차지한다. 어류의 용도는 관상용풍의 심미적인 

가치와 어획에 의하여 식용으로 그 대부분이 쓰여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다. 어류는 그 생태적 특성상 이동성이 커서 댐의 건껄둥 주변환경의 변화 

와 오염물의 유입둥 수질의 변화둥에는 민감하게 반용， 적웅하여 그 수환경 

에 적합한 어종으로 서서히 전환된다. 그러한 판계로 어류의 조성 종류 및 

양적인 변화， 어종의 유무는 그 수환경의 물리적 및 화학적 주변여건올 예측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한편， 환청의 영향올 평가하는데 어류가 좋은 조 

건올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척으로는 조사실시과정중의 난첨이 있다. 

첫째는 정량화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하천내 어류서식 

지가 다양하고， 이동성이 기민한데다가 분포자체가 3차원적 분포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관계로 대부분의 보고서에서는 어종목록만올 제시하거나 다 

른 유역의 어류상과 비교하거나 특산종둥의 학술척 중요종둥올 제시하거나， 

또는 경제적중요성둥만을 기술하고 었다(한전. 1992). 이러한 정량화가 이루 

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의 다양도를 구하고， 우정도를 구한다는 것은 자료 

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채집어구의 선택성에 있다. 하천의 서식지는 극히 다양해서 일 

찌기 하천의 저부구조에따라 서식생물종의 다양성울 기록하는 한편， 하천의 

형태를 구분혜 왔다(Sh밍ford. 1911; ’Thiemann. 1925; C하penter.1928; 可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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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Huet, 1954; ). 서식지 의 다양성 이 증가되 면 어 종의 종수는 증가한다 

(Gonnan and K따T，1978). 일반적으로 하천에 있어서 상류의 산간부는 하폭 

은 적은 반변 경사구배가 급하여 유속이 증가하고 저질은 암석 또는 바위로 

되어 있으며 자주 여울과 호수가 반복된다. 중류에 와서는 하폭이 중가되면 

서 여울과 호수의 반복횟수가 줄고 저부의 토성은 자갈 빛 모래로 되어 있 

다. 하류에 와서는 하폭은 물론 깊이도 증가되면서 유속이 현격히 감소된다. 

하천이 이러한 다양한 서식환청올 갖는 특성때문에 각 지소에 따라 채집의 

방법은 달라짐이 당연하다. 보통 사용하는 어구로는 전기충격기， 투망， 족대， 

예인망둥올 사용하는 수동척인 방법과， 유인망， 정치망(자망 빛 삼각망)둥의 

능동적인 방법이 있다. 양자의 채집방법온 모두 장단점올 갖는다. 흔히 계류 

에서는 전기충격기를， 평야지이면서 수심이 얄은곳에서는 투망올， 하폭이 넓 

은 중하류 유역에서는 정치망 빛 투망울 사용한다. 이러한 어구들은 망목의 

크기가 다양하고 채집자의 능력에 따라 채집량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정량화의 어려움이 따른다. 

세번째의 문제는 표본의 크기에 따른 자료의 정확도 및 정밀도의 문 

제이다. 전체 채집횟수량올 고정하고 여러지점올 조사하면 정확도는 증가하 

나 정밀도는 저하되는 반면 채집지점수를 적게하고 채집횟수를 많이 하게 

되면 정확도는 낮아지나 정밀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확도와 정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척당한 표본의 크기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 

확하고 정 밀한 컬과를 얻기 위 해서 는 Species - Area curve에 의 한 표본크기 

의 절정이 필요하다. 어류의 경우 상기한 문제들올 모두 고려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시도한 보고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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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철 육수생태째 명가방법얘 대한 고활 

1. 수생식물 및 부착조류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수생식물 및 부확조류는 일부보고서에서 그 항 

목이 누락 되어 있는 청우가 있다. 물속의 환청을 평가 하는데 다른 조사항 

목이 3차원적 분포를 하는 판계로， 또한 이동성이 있는 판계로 정확한 결과 

를 꿀어 낼 수 없는데 반하여 본 항목은 대상자체가 정확한 결과를 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단일 항목으로서 비교척 상째히 다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평가 대상지역이 다양한 수계환경(작온 연못으로부터 큰 호수에 

이르기까지)을 끼고 있고， 오염물질의 충감 및 대상지가 하천성 또는 호수성 

둥의 특성올 종올 보고 유추할 수도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욕 다루어져야 

한다. 

2. 플랑크톤 

앞에서 지척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보고서에서 동식물생 플랑크톤조사 

항목올 몇개의 정점벌， 수충별， 종조성， 개체수훈포， 종다양성지수의 계산， 우 

점도， 계절적 변화둥의 공통된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사항목에 있어서는 표 

준화가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좀더 자재혀 살펴보면 몇가지의 문제첨이 

있옴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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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표본채집시기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표본의 수집이 혐지 여건이 허락되는 낮에 주로 이루어지고 뚜렷한 시간 간 

격이 제대로 공통화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조사지가 호수성하천인지 또 

는 하천성호수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호수성하천일경우는 해양생태 

계에서 쓰이는 방법을 보완하여 쓰도록 한다. 즉， 플랑크톤의 생태적인 특정 

은 빛의 투과도에 의하여 수칙적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조도의 양은 프량크톤의 이동에 큰 명향올 미철 수 있는 판계로 하루중 조 

도의 양올 일몰 및 일출 시각올 기준으로 하여 각 시간대별로 표본의 수집 

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외로 장마둥의 외부척 기후여건에 의해 대량의 비가 

오는 홍수기의 경우는 기존의 수충이 뒤집어지는 관계로 정성적인 결과로만 

사용하거나 벌도로 다루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채집지점 빛 채집횟수의 부족으로 자료의 정밀도와 정확도가 낮 

다는 점이다. 혼히 대부분의 보고서가 길면 1년단위에 불과하여 4계절이 뚜 

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별 수계환청은 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소한의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월별 또는 계절별로 할경우에 표본채집횟수의 반복으 

로 정밀도는 증가시킬 수 있으나 정확도는 어쩔수 없이 낮올 수 밖에 없다. 

셋째，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군집분석의 방법으로 종다양성지수 및 우점 

도지수를 구하고 그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이들이 환경영향올 평 

가하는데 어떻게 적용할것인가이다. 종다양성지수가 높으면 환경이 안정된것 

인가? 낮으면 환경이 교란된것인가둥의 평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하천의 경우 최상류부의 경우는 안정된 생태계롤 가졌읍에도 불구하고 

다양도는 낮은 것이 일반척이다. 따라서 이들올 정확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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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성지수에 대한 사전정보롤 충분히 다루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양성 

지수와 우점도지수는 상호 반비혜의 판계에 있어서 굳이 우점도를 내세우지 

않아도 될것을 내세운 경우도 종종 보인다. 또한 다양성지수의 적용에 있어 

서도 수씹가지나 되는 지수를 나름대로 선택하여 그에따라 분석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다양성지수에 있어서 총수만율 고려한 지수와 종수와 개체 

수를 같이 고려한 지수둥이 있는 바 사용지수의 선택에도 표준화가 이루어 

져야 만이 향후에 보고되는 각종의 보고서가 옳바르게 비교 될 수 있율 것 

이다. 

넷째， 연구기간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연구기간온 1년으로 되어 있고， 여 

기에 포함되어 해야 할일들은 1년동안의 채집철과에 따라 분석하며 기록하 

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종합하여 중간 및 최총보고서롤 작성하는일둥율 고 

려하면 1년의 기간은 너무 짧다. 

3. 수서곤충 및 저서무척추동물 

수서곤충 빛 저서 무척추동물의 서식특성온 서식장소의 다양성둥으로 그 

에 따르는 다양한 채집방법을 요한다. 일반척으로 얄은 상류지역의 하천과 

다소 유량이 많은 중류지역， 유량이 많으면서도 유속이 거의 없는 댐 및 하 

류유역， 그리고 하천의 성격보다 호수의 성격이 강한 대형 및 소형 저수지둥 

에 따라서 채집의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채집방법은 당연히 

조심스러운 분석을 요한다. 일반척으로 혐행의 수서곤충 채집방법은 청해진 

방형구를 이용하여 정량화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결과도 정성적인것 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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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량적인 결과도 얻어질 수 있는떼 반하여 정량적인 철과에 대한 보 

고는 없는 실정이다(한전t 1992). 실제척으로 호수든 하천이든간에 어느쪽이 

고 육수생태계의 특성상 양쪽의 특성올 조금씩은 가질 수 있는 특성올 갖기 

때문에 수서곤충의 양적인 특성은 수중생태계를 예측하는데 닿온 도움올 줄 

것이다. 특히 육수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올 차지하는 어류에게도 먹이연쇄단 

계상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때 더욱 그러하다. 혼히 하천의 장류 

역에 있어서 수서곤충 및 어류둥의 소비자들온 육상생태계에 많이 의존하고 

있옴올 가만하면 정량화된 결과의 기록이 꼭 필요하다. 

4. 어류 

담수어류의 청우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량화가 어려운 관계로 대 

부분의 보고서에서 목록만올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어려움때문에 

국내에서는 정량척 시도롤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국외에서는 많은 

시도를 하여 왔다. 현재 외국의 정우에서는 해양에서 주로 쓰는 방법인 저인 

망을 사용하거나， 전기충격기둥울 사용하여 채집하고 있다(Meffe and B앙Ta， 

1988둥).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이 산간지역이며 하천의 길이가 짧 

고 계류성이 강한곳에서는 저인망올 사용하는데 채집상의 문제점이 따른다. 

한편 상류유역의 경우 어느 일정지역올 막아 전체 개체를 전기충격기를 이 

용하여 잡아내는 방법올 사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하천 하나를 막는 것 

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Finger(1982)는 하천의 상류역과 하류역의 일정구간 

올 자망을 이용하여 어류의 이동올 차단시킨후 전기충격기를 이용하여 채집 

된 전체개체수를 사용하였으며， 白石(1961)은 투망올 이용하여 정량화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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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였다. 물론 사용된 투망과 자망의 망목에 의혜서 어류의 생산생측정 및 

서식어종의 구성비는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혐실척으로 담수어류의 정량 

화를 위해서는 위의 여러가지 방법율 병합한 2가지 방법이 제안 될 수 있다. 

첫째 저질이 단조로운 호수(저수지둥) 빛 하천성호수(댐퉁)의 경우에는 

저인망올 사용하는 것이 바람칙하다. 둘째 하천의 중류나 상류처럼 저질이 

매우 다양한 경우에는 일정구역의 하천 장부와 하부를 정치망으로 차단한 

후 그 내부에서 수십회의 채집율 루망 또는 전기충격기롤 이용하여 채집하 

는 방법이다. 물론 하천올 막아 전 서식어총율 채집하면 가장 이상척이나 시 

간적 경제적인 륙면을 고려하면 그 역시 불가능한 판계로 이방법올 쓰는 것 

이 가장 바람칙 하다고 본다(전기충격기률 사용하면 전개체수를 채집하며， 

투망올 사용할 경우에는 채집면척당 개체수 및 생체량올 산정하여 단위 면 

적당 개체수 및 생체량올 산청한다. 후자의 청우 루망에 숙련된 사랍이어야 

된다는 철점이 있다). 차단용 망목옹 Stretch망목 15mm이하가 바람직하다. 

그 이유로는 한국내에 서식하는 어종중에는 최대 성어기에도 몸체의 둘례가 

15rnm이하가 되는 총류도 있기 때문이다(송사리， 왜몰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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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3 절 컬 론 

육수생태계가 올바로 팽가되기 위혜서는 다옴과 같은 방법올 보 

완하여 실시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첫째， 조사지의 개황과 아울러 서식지의 다양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육수 생태계는 그 특성상 3차훤척 생물서식지이므로 하천의 물리적 

요인에 크게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러환 요인이 생물의 서식올 확우 하므로 

서식지 공간적 단위인 서식지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서식지의 다양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다옴과 같이 Gom펴n and K따T(1978)의 방법올 다소 

변형한 S야ùosser( 1982)의 방법울 제안한다. 

둘째， 조사기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육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구성 

자는 생물인판계로 계철의 영향올 받는다. 특히 플랑크톤， 어류의 경우 계절 

에 따라서 서식지의 공칸적 지위를 달리 하므로서 다양한 이동성을 갖는다. 

따라서 적어도 계절애 따른 변화상， 좀더 자세히 하면 월별 변화상이 기록 

되어야 한다. 

셋째， 표본의 크기에 따른 자료의 정확도 및 정밀도의 문제이다. 전체 채집 

횟수량올 고정하고 여러지점올 조사하면 정확도는 증가하나 정밀도는 저하 

되는 반면 채집지점수를 적게하고 채집횟수를 많이 하게 되면 정확도는 낮 

아지나 정밀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확도와 정밀도를 중가시키기 

위혜서는 적당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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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Species - Area curve에 의한 표본크기의 결정이 필요하다. 

넷째로，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혼히 정성성이 포함되는 

부분은 있다 없다의 관계이고 얼마나 있느냐는 그 환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자료이다. 혐재처럼 급격히 수계환경이 변해가는 청우 정 

량성의 반명은 필수척인것이다. 

다섯째로， 조사항목에 따라서 조사시간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어휴 수생식물 

및 부착조류， 저서무척추동물은 그 이동성의 범위에 있어서 일주기적 변동이 

척으나 플랑크톤의 청우는 광의 양이 밀도 훈포롤 확우하기때문에 조사시간 

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채집도구 빛 채집방법이 표준화되어야 한다(정생용， 정량용). 혜양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채집도구의 차이는 채접종의 종류률 달리하기 쉽다. 같 

은방법으로 채집되고， 같은도구로 채집하였을때 정상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다른데이타와 판련혜서 종합화가 필요하다. 혼허 육수 생태계에 

있어서 수질은 수질대로 분석하고 생물상은 생물상대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수환청이 서식생물의 분포률 좌우한다고 볼때， 

수환청을 좌우하는 것이 주변의 식쟁이나 인구밀집의 청도와도 관련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질옹 서식생물의 서식이유롤 대변하는 거울로 볼 

수 있어 서식생물과 수질 및 주변환청여건과의 총합척인 논의롤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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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하천서식지 다양성 측정을 위한 범주 

싫형영 1 2 3 4 5 6 7 8 9 

범위 (cm) 0-5 5-20 20-50 >50 
깊 

Desσiption V망y s해ha삶왜llow moderate deep 
이 

sh떠low 

유속(mls) <1.5 .15-.3 .3-.9 .9-1.5 >1.5 
흐 

Desσiption slow moderate fast torrent V앙y 

름 
slow 

<0.5 .05-2. 2-10 10-30 >30 

칙경 (mm) 점토 모래 잔자갈 큰자갈 암석 진 식생 낙엽류 기 
저 Description 흙 유판 (잎，나 타 
질 

소..，치 .. 뭇가지 

물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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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철 산렴 생태계 

제 3.1 절 조사지역 및 시기 

1. 표준지소의 션정 

대부분의 산림생태계 명향형가는 발전소 주변의 반경 30 km 이내롤 명 

향권역으로 간주하여 전체 해당면척의 약 5% 이상율 포함하는 80 km2률 

조사하여 Barbour 둥이 제시하는 기훈 1%률 크게 초과하는 충분한 면척이 

조사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조사된 대부분의 표준지소는 각각 16 

km2로 소수의 대면척 단위의 조사구가 절치된 것온 조사의 효율성이나 컬과 

의 정확성에서 부정척인 요소롤 지닌다 할 수 었다. 동일한 조사면척이라도 

소수의 대면척 조사구보다 다수의 소면척 조사구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점 

올 지니고 었다는 캠올 중시혜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지소의 선정시 지도상 검토와 현지 답사롤 통혜 육상식물의 생 

태계가 양호하게 보존된 지역올 작위척으로 선청하여 조사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는데 이는 조사목적에 따라서 문제점이 될 수 있어 이와 같은 선정방 

법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껄명이 요구되어진다. 일반척으로 판단할때 발전소 

건설에 따른 명향권역 전체롤 대표하는 조사결과롤 얻기 위해서는 다수의 

소면적 조사구를 전체 대상지역에 고루 배치하며 가능한한 무작위 방법에 

의해 배치되는 것이 원칙임율 주지할 펼요가 었다. 

130 • 



2. 용수훨댐 건절 예청지 

용수원댐은 앞으로 발전소 가동시 중요한 시젤로 운용된다는 점올 고려 

하여 댐건절에 따른 수몰지역의 환경 변화만올 생각한 소면적 조사 보다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댐의 주변지역 육상생태계가 댐의 수자원에 주는 역할 

또는 명향올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 조사지역의 면적올 해당지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잇다. 

3. 석산개발 예정지 

석산개발은 그 지역의 육상식물 생태계를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 

괴한다는 첨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조사구 선정이 요구된다. 특히 파괴되 

는 개발 예정지의 피해 규모나 실상 파악올 예측케 해주는 조사뽑만 아니라 

파괴된 이후 이를 복원하거나 온폐하는데는 피해지역 주변의 육상식물 생태 

계가 중요한 역할올 한다는 점올 생각하여 조사지역올 피해 주변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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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철 조사방법 

1. 식물상 

식물상 조사를 위한 대부분의 혐지조사에 대혜 그 구체척인 방법 및 시 

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하고 빠짐없는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2. 식생 (군락구조) 

식물군락올 구분하여 Braun-Blanquet 방법으로 대부분 조사하고 있다. 

비교적 다양한 조사인지를 정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형가되지만 군락올 구분 

하는 구체적인 방법， 피도조사의 청확정， 군락의 면척， 군락내 토양 둥 입지 

환경 둥에 대해 분명한 젤명이 환경앵향형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현존식생도 

대부분의 현존식생도는 녹지 자연도와 같온 도면에 합성하여 제작되었다. 

현장조사에서 얻어진 군락구조와 종조생 조사철과롤 기초로 식생도가 작성 

되었지만 도변에서는 주요 우점수종을 중심으로 하는 군락의 단순 경계만올 

파악할 수 있을 뿔임으로 각 군락내， 군락간을 다양하게 분석 비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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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가 수록되지 않아 단순평가 보폰자료로 밖에 활용할 수 없올 것이다. 

4. 명구 방형구내 소나무류의 홈고칙청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소와는 달리 임목의 생 

육에 현저하게 눈에 띄는 명향올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이때 

문에 소나무의 흉고직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발전소 가동 이후의 환청 

감시에 이용한다는 계획은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사대상 

수종 빛 대상개체를 구체척으로 껄명치 않고 있어 그 타당성에 대한 형가가 

어렵다. 

5. 엄목의 연륜성장 

소나무와 곰솔의 연륜올 흠청하는 목적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판련한 

환경영향평가에 어떤 연판이 있어 실시되었는지 환명치 않으며 조사 대상목 

이나 조사목의 수 둥에 대해 분명한 셜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6. 녹지 자연도 빛 식물 현촌량과 연 순생산량 

정(1988)에 의한 녹지 자연도롤 1125,000 지형도 둥에 각 표준지소， 댐 

석산개발 예정지 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한 현존 식물량과 연 순생산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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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였다. 그러나 적용된 DGN 둥급의 척합성 여부， 0.5 km x 0.5 km 넓 

이의 me하1 구획이 합리척인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DGN 둥급별 

현폰 식물량과 연 순생산량이 정확히 추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빙조사가 

요구된다. 

7. 토양조사 

군락 조사지역벌로 채집된 토양에 대한 pH 및 유기물 함량을 조사하고 

있으나 토양의 S와np퍼ng에 대한 구쩨척인 절명과 보다 다양한 토양의 이화 

학적 성질 조사가 명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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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절 조사결과 

1. 식물상 

식물상 조사결과의 초사표에는 단순히 수종별 조사지역별 식물의 출현여 

부만 표기되어 있어 조사당시 어느 식물이 얼마만큼， 어떠한 분포형태로， 어 

떤 모습올 지니면서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제시된 일부 종명칭올 미루어 볼때 식물의 동정이 정확히 되었는지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 조사지의 식생 

조사지역별로 기술된 결과를 요약하면 주로 주요 분포 수종이나 초본의 

종류， 이들의 구성비， 수령 또는 크기， 현재의 식생 상황 빛 인간의 칸섭 및 

피해 유무 퉁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절 및 가동과 

어떤 연판이 있올지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 본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어 

떤 의미를 지니는지 불확실하다. 단순한 식생 껄명올 넘어서 그와 같은 껄명 

이 보완되어야 하며 아울러 원자력발전소가 주민에게 주는 이미지를 개선시 

키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발전소 가시권역에 대한 풍치 미학적인 산림경 

관의 아름다움올 제고하는데 요구되는 기초자료로서의 식생이 지니는 미학 

적인 가치 평가가 병행되어 조사될 필요가 있다. 

• 135 



3. 식물군락의 종류와 특생 

대부분의 형가서에는 각 군락벌， 지역벌 수고， 식피율， 분포위치， 하이군 

락의 종조성， 인간간섭， 입지 환청 둥이 제시되고 군락별 전형적인 단면 모 

식도가 그림으로 표현뒀다. 그러나 식생조사에 대한 절명에서와 같이 이들 

군락과 발전소 건껄이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어 이와같은 조사가 필요한지 

를 절명해야 하며 또 각 군락이 지니는 산림 생태계 내에서 중요성이나 풍 

치 미학척인 가치 판단 둥이 언급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같온 식물군락이 자 

연상태에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롤 얘측하거나 이률올 무육관리하여 어펀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제안이 요구된다. 

4. 토양의 특성 

월성 원자력 3， 4호기 환청명향형가서에는 5개 표준지소에서 12종으로 이 

루어진 총 40개 군락의 토양이 조사되었고 토양의 pH와 유기물 함량이 조사 

되었으며 각각 pH 4.4-6.1, 유기물 함량 3.78-16.52% 까지 지역에 따라， 군 

락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었다. 특히 토양내 유기물 함량에서 잣나무 군락이 

16.5%, 상수리나무， 가래나무 군락이 5.5-5.8%률 나타내고 있는데 그와 같은 

차이가 군락에 따른 명향인지， 본래의 토양 차이에서 오는 철과인지 아니면 

우연한 표본 추출 또는 분석상 오차인지 확인혜 불 훨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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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구 방형구내 곰솔의 홈고칙청 

발전소 건컬부지 안팎에서 각각 26본. 31본의 소나무， 곰솔올 영구 방형 

구내 조사목으로 지정 표시하여 그 홈고칙청올 조사하였다. 본 지역의 조사 

목을 계속해서 측정함으로서 앞으로 발전소 건껄 및 가동과 관련한 환경 감 

시에 이용하려는 계획올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환경감시에 본 측정자료 

를 어떻게 이용할 있는지 명확치 않다. 또한 조사구내의 수목 상호간의 수광 

경쟁， 공칸경쟁과 같이 대상이 되는 환경의 명향과 다른 요인에서 발생되는 

생장량 차이를 어떻게 혜석할 수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6. 소나무류의 연륜생장 

상기 명구 방형구내의 소나무 및 곰솔울 대상으로 생장추를 이용하여 과 

거 30년 전까지의 연륨생장을 측정하였다. 또 최근에 연륜생장이 감소된 이 

유를 단순히 대기오염과 산성비의 명향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이는 수종의 

고유 생장 때턴과 엄분의 구조에 대한 정밀 진단 없이는 단정척인 결론올 

내릴 수 없는 사항이다. 

7. 녹지 자연도 및 식물량과 연 순생산량 

5개 표준지소， 용수원댐 및 석산개발 예정지에서 각각 0.5 km x 0.5 km 

mesh의 16 km2, 2 km2, 0.3 km2에 대한 녹지 자연도가 조사되었다. 또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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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 둥급별로 기조사된 혐존 식물량과 연 순생산량율 이용하여 조사지역 

의 현존 식물량 및 연 순생산량율 추정 환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녹 

지 자연도의 둥급 구분이나 이의 실제 척용에는 여러가지 잭판성이 결여되 

어 있으며 또 모든 조사지역에서 획일척으로 0.5뻐1 x 0.5km mesh를 적용하 

는데 따른 문제점 또한 채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과거에 타지역에서 

조사된 둥급 구분별 혐존 식물량 및 연 순생산량율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첨 역시， 무리한 추정 분석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소 건껄 및 가동에 녹지 자연도 분석에 따른 환청명향형가 방법이 어현 

실효성올 지니고 있는지에 판한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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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3 .4 철 육상생태계(육상식물)에 대한 환경명향평가의 종합 검토 및 

제안 

본 월성원자력 발전소 건절(3， 4호기)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실시된 육상식물의 생태계 조사는 혜당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환경영 

향평가 방법올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명가서는 기왕에 실시된 

월성원자력 발전소 1, 2호기 건절과정에서 환청명향형가를 기초자료로 하여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3.4호기의 건껄 부지 

가 1， 2호기와 동일한 지역임올 감안할때 처옴부터 새로운 조사를 할 필요성 

이 없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새로 추가되는 혜손지역 즉， 용수원댐의 

건젤 예정지와 석산개발 예정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전 

체지역의 생태계 조사 내용올 요약해 보면 표준지소의 식생도， 녹지 자연도 

빛 식물 군락별 특정조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는 그 건절 

과정이나 가동에서 대면척의 육상생태계가 수몰되어 사라지는 수력발전소나 

화석연료의 대량연소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출이 극심한 화력발전소， 기타 다 

른 산업시절과는 근본척으로 다른 특정을 지니고 있어 육상생태계의 녹지 

환청에 미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청미한 편이다. 이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방식의 녹지 환경에 대한 명향평가 방법은 그 실시 의미가 크게 변질되어 

단순히 행정절차에 따르기 위한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 이때문에 원자력발 

전소 건절 및 가동과 관련한 육상생태계에 대한 환청영향평가 방향은 대폭 

적인 수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와 판련하여 우선 원자력발전소가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점올 거론할 필요가 있다. 즉， 원자력 발전소는 있올 수 있는 방 

사능물질의 누출 위험과 이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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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인근 주민들로 부터 혐오감올 지닌 기피시셜로 배척당하고 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로잡고 훨자력에 대한 이혜롤 촉구하기 위해 그 안전성올 공 

학기술척인 측면에서 깊이있게 껄명하고 홍보하여도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 

지 않고 있다. 이는 안전성에 대한 인식에 앞서 우션 보고 첩하게 되는 발전 

소의 거대한 인공구조물에 거부감과 공포섬율 씻지 못하는데 상당한 원인이 

있올 것이다. 이와같은 기피심리를 해소하기위혜 선진 각국에서는 쓰혜기 매 

렵지， 핵폐기물 처리장 둥과 같은 혐오시절 주변지역을 아륨답고 째끗한 공 

원지역으로 개조하여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었다. 이와같은 방 

법올 원자력발전소 건절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률 위해서 발전소 부 

지내 및 가시권역의 녹지 환경 개선온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주요사항 

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혜당지역의 녹지 환청 질태와 청판 미학적인 가 

치판단이 션행되어야 하며 환경명향평가 방향도 이와 같온 내용을 뒷받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채 있율 수 있는 방사농 누출의 지 

속적인 감시률 위한 생물학척 방법융 도입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부 

로 느낄 수 있는 안전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롤 위한 구체적인 방안올 

다옴과 같이 제시할 수 었다. 

1. 녹지 환청 개션율 통한 인근지역 주민률의 인식 천환 

원자력발전소가 주변지역 육상생태계에 마치는 명향율 분석하는 일 대신 

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녹지환청 및 중치청판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어떻게 앵향 줄 것인가 하는 점율 중심으로 역 환청명향형가 

를 실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로 부터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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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녹지 환경 개선사업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과정올 거쳐 

조성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주민생활의 질올 높이는 녹지환경은 쾌적한 주 

민생활 환경올 보장해 줌으로써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거부감올 크게 완화시 

킬 수 있올 것이다. 이률 위해서는 다옴과 같온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과 이 

를 기초로 한 녹지 환청개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역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육상식물 생태계 조사 

(1) 조사대상 지역의 범위 및 구획 

원자력 발전소의 가시권 지역 또는 칙， 간첩적인 영향권 지역올 정 

확히 파악하여 조사 대상지역의 범위를 컬정해야 한다. 이후， 대상지역내의 

여러가지 요언올 감안한 조사지역의 구획작업이 척절히 이루어져 구역별 계 

획에 필요한 예비조사와 본조사 내용올 젤정한다. 이때의 구획은 발전소로 

부터의 거리， 지형조건과 언근 주민의 거주 및 활동혐황， 육상식물 생태계의 

실상 둥올 고려하여 구분할 수 있다. 

(2) 계획수립에 펼요한 자료의 수접 및 분석 

구획된 권역에 따라 합리적으로 절정된 조사 표본지에 대해 필요 

한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정밀분석이 필요하며 산림의 엄황， 지황， 농경지의 

혐상황， 각종 인위적 시껄물， 발전소시절， 인근주민의 주태 및 생활 실태 둥 

이 해당지역의 풍치 경판 및 녹지환정과 어떤 관계롤 지니는가에 초점을 맞 

추어 조사분석올 실시해야 한다. 그 세부사항올 열거하면 다읍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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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 권역에서 임상별로 수총 및 수령 구성， 개체목의 수형， 

혼효 배치 상태， 생렵밀도， 생육상황， 피혜 유무둥율 포함한 생태계 구성인자 

의 현상황이 그 지역의 풍치청판에 어떤 명향올 미치는가 조사한다. 

2) 식생 이외에 지형， 암석， 계곡， 호수， 하천， 혜안， 청지형태， 도로， 

가옥 둥 무생물적인 청관요소와 식생 둥 생물척 청판요소가 미화적으로 어 

떤 조화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3) 시간적인 개념하에서 각종 청판요소의 계절척인 상황 변화를 

조사 분석한다. 

4) 자연적으로 조생된 청판과 인위척으로 조성 또는 변질된 경판 

요소에 대한 가치를 분석형가한다. 

5) 발전소 시절 자체에 대한 미학척 분석율 실시한다. 

6) 기타 경관요소를 조사한다. 

7) 각각의 청관요소와 이들 전체의 통합된 경판이 원자력발전소 

시셜물의 시각척 평가에 어떠한 명향올 주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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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발전소 가시지역의 풍치청판 조정 빛 판리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1) 단기 또는 중기계획하에 청관미학적 가치가 높은 현폰 산림생태계 

를 대상으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비배 무육판리와 보전계획을 수립 실행한 

다. 

(2) 중장기 계획하에 산림생태계가 교란되어 취약한 풍치청판을 지닌 

지역올 대상으로 새로 녹지청판을 조성하거나 개선하여 그 미학적 가치를 

높여준다. 

(3) 발전소 시절지역 구내와 인근 접청 녹지에 대한 집중적인 청판 녹 

지 조성 및 개선 계획울 수립하여 발전소 건껄과 병행한 조경 미학적 사업 

올 추진한다. 이때 특히 시절물에 대한 차폐 및 황폐， 나출지의 복원에 중점 

올 두어 사업올 실시하며 풍치지구 조성， 휴식 및 위락공간 조성에도 관심올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에서는 녹지조성이 각종 시절 및 구조물의 기능 

올 보조할 수 있도록 절계되어야 하며 계절적인 변화감각이 도입되어야 하 

고 주변 자연환청과 조화률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다양한 식물올 도입하 

여 자연학습원으로 활용할 때 그 효용은 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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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학척 방안율 이용한 방사능 물질의 누출감시 

가. 방사능물질의 누출을 지속적으로 감시 추적할수 있는 생물학적인 방안 

원자력발전소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첨의 하나는 일반적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안율 느끼고 있는 방사농 오염물질의 누출에 따르는 

피해의식이다. 또 실제로 핵 발전소 가동시에는 방사농 오염물질의 누출 위 

험이 상존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이때문에 핵 발전소 내에서는 여러가지 

방사농 검출기기률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방사농 누출을 감시하고 었다. 방사 

능 물질은 모든 생물체에 어떠한 형태로든 명향을 미철 수 있으며 특히 생 

물체내의 구성셰포에 돌연변이롤 유발하여 기형의 모습율 나타내는 일이 혼 

히 목격된다. 이와같은 첨율 이용하여 세포 유전학적인 방법 또는 분자 유전 

학적인 방법에 의한 방사능 오염여부롤 지속척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같은 생물학척인 방법의 방사능 오염에 따른 영향의 감 

시 또는 추척은 검출기를 통한 기계척언 단순 추격과 비교하여 언근 주민의 

불안감올 해소시키고 새로운 이혜률 구하는데 보다 실중척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롤 위한 구체적인 절명온 다용과 같다. 

(1) 방사농 오염에 따른 명향율 추척하기 위한 대상식물 채료 

거의 대부분의 생물집단은 같은 총이라 하여도 그 안에 수많은 

유전적인 변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산림생태계의 주요 구성인자인 수목에 

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때문에 현존 산림생태계내에 존재하는 수목 또는 다른 

생물종의 무작위적인 유천변이 분석으로는 대단히 강력한 방사선 피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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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출유무를 쉽게 구분하여 분석할 수 없다. 이때문에 소 

량의 방사션에서 받는 미째한 변이 유무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유전 

적으로 동질적인 시험 대상식물올 적절히 공칸배치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 

인 변이 추적올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은 첨올 고려하여 시험대상수목 

은 다음과 같이 선정 배치할 필요가 었다. 

1) 방사선에 감수성이 예민한 수목을 선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활엽수 보다는 첨엽수가 방사션 조사에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유전적으로 동질척인 개체목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무성적으로 번식 가능한 수종올 대상으로 필요한 양의 영양계(clone)를 

중식한다. 단순한 무성번식 방법으로 중식이 어려운 수총온 조칙배양법올 이 

용하여 중식할 수도 있다. 

3) 야외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으로 관리에 편리한 수종 

을 택한다. 

4) 원자력 발전소로 부터 여러 방향으로 일정거리를 픽어 가면서 

시험구를 반복 배치하며 동일 시험구내에도 동일 영양계를 반복 식재한다. 

5) 시험구간 또는 시험구내의 환청요인에 대한 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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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변이의 추적방법 

정기적으로 각 시험구에 식재된 수목에서 시료롤 채취하여 유전 

적인 변이유무를 분석하며 이때의 시료채취 부위는 일반적으로 생리대사활 

동이 활발하고 왕성한 세포분열이 진행되어 감수성이 빼민한 어린 조칙올 

택한다. 이들의 유전변이 분석은 다옴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세포유전학척인 유전변이 분석 

세포분열이 왕성한 조칙울 대상으로 채포내 염잭체의 관찰올 

실시하여 그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염색체 톨연변이는 형태척으로 나타나거 

나 염잭체 숫자의 중감으로 파악될 수 있다. 형태적인 이상으로는 염색체의 

일부가 끊어져 결실되거나， 일부가 충복 혐상율 보이는 수가 있으며 또 일부 

가 끊어져 거꾸로 불거나 염색체 상호칸에 그 일부롤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 

로 나타난다. 염색체 숫자에서의 이상 형태는 염색체 일부 또는 천체가 중감 

되어 정상적인 체세포에서의 염색체 숫자인 2n 대신에 4n. 6n. 8n. … 또는 
2n+l. 2n-l. 2n+l+l •... 의 이상치롤 보인다. 구체적인 염색체의 판찰분석에 의 

한 유전변이 조사방법온 조사대상 수종과 채휘되는 시료의 총류에 따라 여 

러가지 다양한 표본제작 방법이 척용된다. 이들온 크게 나누어서 시료 조직 

의 전처리 과정과 조칙의 고정 및 해리과청， 염색 및 Squa패ing과정올 거쳐 

만들어진 표본올 판찰하여 변이률 분석하는 과청까지 이어진다. 전처리 과정 

에서는 일반적으로 척정농도의 8-oxyq피noline 이나 Colchicine 수용액 또는 

d - bromonaphtha1ene 이나 P없때i뻐oro밟lZene의 포화 수용액으로 수시간 

처리한 후 충류수 셰척올 하게된다. 조직의 고정 빛 혜리과정에서는 Cam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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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압lyl a1cohol 상괴oroform acetic acid = 2 3 1)과 acetic 

acid-ethyl a1cohol = 1 : 3 용액에 조칙을 고정한 후 1 N HCl로 해리시켜 

증류수로 수세한다. 염색 빛 Squas비ng 과정에서는 Feulgen 염색법올 쓰거 

나 aceto-carmine 또는 aceto- orc따1 둥으로 염 색 한 후 Slide glass 상에 올 

려놓고 이들 염색시약을 다시 한방울 멀어뜨린 후 Cover glass를 덮어 

Squashing 하게 된다. 표본 판찰은 주로 세포가 유사분열하는 과정에서 증 

기 (me없ph잃e)에 염색체의 핵형(K않yotype)을 판찰하여 비교하게 된다. 이외 

에 보다 더 많은 유전 정보를 얻기 위혜서는 형광 염색법， 자기방사법 둥올 

이용하기도 한다. 이와같은 염색체 판찰올 위혜서는 다양한 기법의 개발이 

요구되며 전문척으로 숙련된 기술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2) 분자 유전학적인 유전변이 분석 

셰포 유전학척인 방법보다 더욱 미쩨한 유전변이의 추적 분석 

이 가능하며 최근에 있는 유전공학적인 기법올 용용한 RFLP 방법 또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방법 에 의해 소량의 DNA를 대 량으로 중 

폭시킨 후 이를 전기 영동하여 그 유전자의 종류별로 분리시킨 후 이를 상 

호 비교하여 변이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중에서 RFLP 방법은 변이 조사 

에 가장 적합하지만 경비， 시간， 노력이 많이 들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 

과 상당량의 DNA가 필요한 첨 그리고 DNA의 정쩨과정 둥 까다로운 절차 

가 많아 많은 시료를 조사 분석하는데는 실용성이 없다. 이에 비해서 PCR 

방법은 쉽고 빠르게 다량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으며 필요한 DNA의 양도 

RFLP 방법의 1/1000 정도로 가능하고 방사성 통위원소의 사용이 필요없는 

풍 편리하여 실용적으로 유전면이 분석에 이용될 수 있다. PCR 방법에 의한 

DNA의 증폭방법의 개요를 셜명하면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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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PCR 방법에 DNA 충폭방법 개요 

φ 실험 소요 재료 

。 0.5ml 또는 1.5ml Siliconized Eppendorf tube 
water baths set for 버:fferent temperature 또는 miαuprocessor 

controll어 rapid 따nperature chan휠ng hea바19 block 
。 tenψlate DNA 

o애Hg맑o아onucle∞야tid야.e primers 
。 lOx reaction buffer (100mM Tris-HCl + 50mM KCl + 15mM 

MgC12 + 0.1% gl려a파1) 
。 d NTP's mix (l.25mM 않ch) 

125u1 d ATP (1야nM) 125u1 d CTP (10mM) 
125u1 d GTP (10mM) 125띠 d TTP (10mM) 
500띠 double dis버100， s따괴e water 
l00(뻐 final conc. : 1.25mM each nucleotide 

。 Tag DNA p이ymerase 
。 TE buffer (10mM Tris-HC1, 0.1mM EDTA, pH 8.0) 
。 agarose

。 Electrophores APP. 

@실험방법 

1.5 ml Eppendorf tube에서 다옴과 같이 반용 혼합물을 조제함 

component 
double dis버100， sterile water 
IOx reaction buffer 
d NTP’s mix, 1.25mM 않ch 
primer 1, 2아M 
primer 2, 20~ 
따nplate DNA 
Tag DNA polymerase 

빼
 
m빼
 뻐
 뻐
 뻐 삐
 뻐
 뻐
 

”u 

F
F
ι
 1l4 

--

&뭘1 concenσation 

lx 
200mM 않ch dNTP 

1.0μM 

1.0~ 
l~g/I00u1 
5 units/l00u1 

。 반용혼합물(100u1)에 l00u1 mineral oi1율 섞 어 반용 혼합물의 중 
발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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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웅 혼합물을 90-96t에서 30초-1분칸 반웅시켜 따npla 
DNA률 denaturation 시 킨다 (반용시 간 빛 온도는 따nplate DNA의 종 
류나 상태에 따라 달리 조정할 수 있다). 

。 위용액올 다시 40-60t에서 30초-1분간 반웅시켜 하m않파19 시킨다 

。 다시 70-75"C에서 1분-3분간 반웅시켜 1 cycle의 반옹올 마친다. 

denaturation 이후의 과정올 25-35회 반복하여 DNA 양올 1아-108 

까지 증폭시킨다. 

반웅올 묻낸후 충폭된 DNA롤 정제하여 조사하거나 러ectrophoresi 
방법울 이용하여 대상시료의 DNA 특성올 비교하여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무를 조사한다. 

이와같이 대량으로 충폭된 DNA를 전기명동 장치를 이용하여 

분리시키면 시료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전기명동 결과에 보이는 

bond의 배열 모습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이때 통일 명양계에서 채취된 

시료가 시료 배치 지역이나 시간에 따라 다른 전기명동 결과를 보인다면 이 

는 방사선에 의한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온 병법 또는 숙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되어지며 

이들 여러방법울 이용하여 방사성의 오염물질의 누출을 감시하기 위한 구체 

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자쩨한 정보롤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 

고， 여러가지 다양한 예비조사 및 실험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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