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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anium in groundwater is a widespread issue these days. This study assessed characteristics of 

Uranium and Ionic compounds in groundwater for 55 sites in eastern region of Jeon-buk. Also, this 

study carried efficiency test with pilot plant in lab to remove Uranium and suggest proper treatment. 

This study showed that geologically the regions consist of Granite (9 sites), Metamorphic (16 sites), 

Sedimentary (30 sites). 

As a result of this study, Uranium ranged from 0 ~ 27.2 ug/L, which didn’t exceed Drinking-water 

standards. But Uranium was over 20 ug/L in 3 sites, so management through monitoring is 

necessary. This study also showed that Uranium was detected more frequently in granite regions than 

others such as metamorphic, sedimentary. The correlations between Uranium and other elements were 

very low. However, correlations between Uranium-pH, Uranium-K were slightly high in Granite 

regions. 

Uranium removal efficiency in RO(Reverse Osmosis) was over 99%, while efficiency in AC(Activaed 

Carbon) and Anion Exchange was 50 ~ 90%, 70 ~ 90%, respectively. 

It seems that consistent management such as proper treatment of Uranium is required to provide 

safe drink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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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하수 중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되었다는 조사결과는 새로운 환경문제로 이슈화가 되었을 

뿐 아니라 관심도가 증가하 다. 

본 조사는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의 마을상수도 지하수 및 그 주변 지하수 55개 지점에 하여 지질에 

따른 우라늄 및 이온성분의 특성을 파악하 다. 또한 지하수 중 우라늄 검출에 따른 적절한 우라늄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처리공정을 제작하여 처리효율실험을 하 다.

조사 상의 지질은 퇴적암 30지점, 변성암 16지점, 화강암 9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사 상 55개 

지점의 우라늄 농도는 불검출 ~ 27.2 ug/L의 범위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없었지만, 3개 

지점에서 20 ug/L 이상의 농도로 검출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화강암 지

질에서 우라늄의 검출빈도가 다른 지질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라늄과 이온성

분간의 상관관계는 부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강암지질에서 우라늄-수소이온농도, 우라늄-칼륨이 

상관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라늄 농도에 따른 처리효율 실험은 활성탄(GAC), 음이온교환수지, 정 여과(MF), 역삼투압(RO)의 처리

공정의 회분식 실험을 실시하 으며, 초기 유입수의 우라늄 농도에 따른 각 처리공정의 처리효율을 분석

하 다. 분석결과 역삼투막 처리공정에서 우라늄 처리효율이 99% 이상으로 처리효율이 가장 높았고, 활

성탄과 음이온교환수지의 처리효율은 각각 50 ~ 90%, 70 ~ 90% 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정 여과의 경우 

단독으로 우라늄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삼투막의 경우 처리효율이 높은 반면, 지하수 원수에 적용 시 멤브레인 필터 등 유지비용이 높아 역

삼투막 시스템을 비용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 처리 필터 등을 사용하여 운전시간을 연장하고 

개별 가구 등 소규모 시스템으로 적용할 것을 제시하 다. 활성탄과 음이온교환수지의 경우 처리효율은 

역삼투막에 비해 낮지만 처리효율이 양호하고 운전조작이 쉽고 유지비용이 저렴하므로 두 공정을 연결하

여 처리를 할 경우 우라늄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하수의 수질특성을 파악하고 우라늄의 적절한 처리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먹는물을 안심

하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우라늄, 지하수, 지질, 처리효율, 역삼투막, 음이온교환수지, 활성탄

1.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수는 주로 생활용 및 농업용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3년 현

재 상수도 보급률이 98.5% 이상인 반면 농어촌 지역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제외

할 경우 상수도 보급률은 65.9%로 보고되었다1). 이들 부분은 마을상수도나 개인 지하수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

지하수를 음용하는 일부 지역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의 검출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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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2000년  접어들면서 방사성물질에 한 위해성 연구가 진행되었다2). 지하수 중 우라늄과 

라돈에 한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선진외국의 음용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의 

관리정책은 장기간에 걸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 중에서 산출하는 자연방사성물질에 한 연구는 이들의 거동특성이 지질학적으로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복잡하고, 건강에 한 위해성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함량분포, 거동특성, 위해성, 경제성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에 걸쳐서 장기간에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조사(‘07 ~ ‘16)”로 지하수 중 

우라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원은 우라늄에 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북 동부권의 마을상수도의 지하수와 주변 개인 지하수를 상으

로 우라늄과 주요 성분의 산출특성을 알아보고, 또한 지질별 우라늄 및 주요 성분들의 농도분

포를 파악하여 지하수에 분포하고 있는 성분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 다. 지하수 중 우라늄이 검출되는 지역에 하여 우라늄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공

정을 살펴보고 각 처리공정의 우라늄 처리효율을 알아본 후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수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 다.

1.1 우라늄

우라늄은 은빛이 나는 광물질로 암석, 토양 지하수, 해수, 하천수 등과 같이 지권 내에서 흔

하면서도 미량으로 존재하는 자연방사성물질이다. 자연방사성 물질은 지구의 지각에 자연적으

로 존재하는 물질로서, 환경에 자연 분포하는 방사성물질을 통틀어 지칭한다. 특히 이들 지하

수 중 방사성 물질은 인위적인 오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 중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

로서 비자발적인 위해 요소(unwanted and involuntary risk factor)이다. 이들 방사성 물질들에

는 우라늄을 비롯해서, 우라늄에서 붕괴되어 발생하는 라돈(radon)과 라듐(radium), 전알파

(gross alpha)와 같은 기타 방사성 물질들이 포함된다. 이 중 우라늄(uranium)은 은빛의 중금속

으로써 천연적으로 흔히 분포되어 있는 방사능을 지니는 순수 결정체이다. 우라늄은 반감기가 

약 45억년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이것의 인체위해성은 방사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금속 원

소로서 가지는 화학적 독성에 기인한다3),4). 또한, 암석이나 토양 그리고 천연 물질 등에 주로 

존재하며, 모든 사람들이 매일 접하고 있는 공기나 물, 음식 등의 섭취를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우라늄 노출은 주로 음식섭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음식이나 물을 통해 섭

취된 우라늄의 99%는 배설물을 통해 배출되고, 나머지는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액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뼈로 이동할 경우 수 년간 잔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환경 중 우라늄은 방사성 

독성보다는 음식 등을 섭취했을 때의 화학적 독성이 더욱 문제가 되는데 음용시 신장독성 등

의 인체 위해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천연 우라늄의 방사능 동위원소별 농도는 238U의 

경우 99.275%, 234U은 0.005%에 해당하며, 원자로, 핵무기 등에서 사용되어지는 235U은 0.72%로 

존재한다5). 보통의 환경에서 우라늄은 UO2로 우라늄 4가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soil solution 내

에서는 UO2
2+의 우라닐(uranyl) 양이온으로 존재한다. 우라늄은 다른 금속들과 마찬가지로 

oxide와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하여 침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토양유기물질 또는 점토

에 흡착하여 이동도가 감소된다. 지하수에서는 UO2
2+의 형태를 띠거나 CO2[UO2(HCO3)

3- 또는 

UO2(CO3)3
4-]가 많은 양 존재할 때 6가의 탄산화합물을 형성하기도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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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고농도로 함유된 지하수를 음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상으로 우라늄을 「먹는물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하 으며,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및 먹는물 염지하수의 경우 「먹는물 수

질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자연발생 우라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EPA의 경우, 우라늄 규제기준인 

MCL(Maximum Contaminant Level)은 30 ppb이며 각국의 방사성 물질의 수질기준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Table 1. Criteria of radioactive materials in drinking water7)

Name
Korea

(2012)

WHO

(2011)

US EPA

(2011)

Japan

(2012)

Canada

(2010)

Australia

(2011)

EU

(2011)

Uranium (U) (0.03) 0.03(P) 0.03 (0.002) 0.02 0.017 　

Beta particles and 

photonactivity
　 　 4 mrem/yr 　 　 　 　

Gross alpha 

particle activity
　 　 15 pCi/L 　 　

0.5  Bq/L
(recommended
screeninglevel)

　

Cesium-137(137Cs) 　 　 　 　 10 Bq/L 　 　

Iodine-131(131I) 　 　 　 　 6 Bq/L 　 　

Potassium-40 　 　 　 　 　 1.0 mSv 　

Lead-210(210Pb) 　 　 　 　 0.2 Bq/L 　 　

Radium-226(226Ra) 　 　 　 　 0.5 Bq/L 　 　

Radium 226 + 

Radium 228
　 　 5 pCi/L 　 　 　 　

Radon 　 　 300 pCi/L 　 　 　 　

Strontium-90(90Sr) 　 　 　 　 5 Bq/L 　 　

Total indicative 

dose
　 　 　 　 　 　 (0.10 mSv/year)

Tritium(3H) 　 　 　 　 7000 Bq/L 　 (100  Bq/L)

* EU  : ( ) Additional monitoring parameters 

* Japan : ( )은 수질관리목표설정항목 및 요검사항목

* P, provisional guideline value because of uncertainties in the health database

2. 조사방법

2.1 조사대상 지점 현황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3년 말 현재 98.5%이며, 광역시와 기타 시 지역이 각각 

99.9%, 99.3%인 반면, 농어촌 지역은 89.8%롤 상 적으로 낮은 수준이다8).

본 연구는 상수도 보급률이 상 적으로 낮은 시·군의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지하수와 그 주변의 개인 지하수를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적으로 낮고, 부분의 지역에서 마을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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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사 상 시·군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의 현황을 Table. 2에 나타냈다. 표에서와 같이 조사 상 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

수시설은 599개소 으며, 이 중 지하수 이용시설은 376개소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전수조사를 통한 우라늄이 검출되는 지역을 상으로 마을상수도의 지하수 원수 및 그 

주변 개인 지하수 55개 지점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으며, 조사 지점 현황은 Table 3 및 

Fig. 1에 각각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 지점의 경우 Table 3 및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상 지하수 중 퇴적암 지질이 30 개소(54.5%)로 가장 많이 존재하 고, 변성암과 

화강암 지질이 각각 16 개소 (29.1%), 9 개소 (16.4%) 다. 시·군 별 조사 상 지질현황을 살펴

보면 진안군 조사 상 9 지점 모두 변성암 지질이고 무주군의 경우 변성암 (7), 퇴적암 (5), 화

강암 (1)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실군과 순창군의 조사 상은 부분의 지역이 퇴적암 지질로 

각각 15 지점, 10 지점이었으며, 그 외의 지점은 화강암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Status of village water supply (2015.9)

Classification

Total Groundwater Valley water The rest

Number
Volume

(m3/d)

Population 

of water 

feed

Number

Population 

of water 

supply

Number

Population 

of water 

supply

Number

Population 

of water 

supply

Total 599 17,311 35,691 376 23,119 187 10,509 36 2,063

Ratio(%) 　 　 63 65 31 29 6 6

Jin-an 203 4,580 11,793 89 5,507 113 6,255 1 31

Mu-ju 116 2,620 6,983 47 2,963 69 4,020  -  - 

Im-sil 150 8,378 8,563 115 6,531  -  - 35 2,032

Sun-chang 130 1,733 8,352 125 8,118 5 234  -  - 

Table 3. Status of facilities

Region Facility Use Geological

Jin-an

Won-san 1 Village water supply Metamorphic

Won-san 2 Village water supply Metamorphic

Won-san 3 Groundwater Metamorphic

Yang-ji 1 Village water supply Metamorphic

Yang-ji 2 Village water supply Metamorphic

Yang-ji ③ 1 Village water supply Metamorphic

Yang-ji ③ 2 Groundwater Metamorphic

Ok-geo 1 Village water supply Metamorphic

Ok-geo 2 Village water supply Metamor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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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us of facilities (continued)

Site Facility Use Geological

Mu-ju

Sang-bi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Nae-dong Village water supply Metamorphic

Ga-jeong 1 Village water supply Metamorphic

Ga-jeong 2 Groundwater Metamorphic

Ga-jeong 3 Groundwater Metamorphic

Ga-jeong 4 Groundwater Metamorphic

Jung-yu Village water supply Metamorphic

Ha-yu 1 Groundwater Sedimentary

Ha-yu 2 Groundwater Sedimentary

Ha-yu 3 Groundwater Sedimentary

Sang-chi Village water supply Metamorphic

Gong-jeong Groundwater Granite

Deok-san Groundwater Sedimentary

Im-sil

Ha-ri 1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Ha-ri 2 Groundwater Sedimentary

Ha-ri 3 Groundwater Sedimentary

Ha-ri 4 Groundwater Sedimentary

Ha-ri 5 Groundwater Sedimentary

Mang-jeon 1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Mang-jeon 2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Nak-chon 1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Nak-chon 2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Jung-sin-ki 1 Village water supply Granite

Jung-sin-ki 2 Village water supply Granite

Wol-pyong 1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Wol-pyong 2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Dae-wang 1 Village water supply Granite

Dae-wang 2 Village water supply Granite

Dae-wang 3 Village water supply Granite

Sin-ki 1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Sin-ki 2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Sa-chon 1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Sa-chon 2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Sun-chang

Jang-rye 1 Village water supply Granite

Jang-rye 2 Village water supply Granite

Jang-rye 3 Groundwater Granite

Yu-chon 1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Yu-chon 2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Yu-chon 3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Yu-chon 4 Groundwater Sedimentary

Yu-chon 5 Groundwater Sedimentary

Yu-chon 6 Groundwater Sedimentary

Yu-chon 7 Groundwater Sedimentary

Yong-am 1 Village water supply Sedimentary

Yong-am 2 Groundwater Sedimentary

Pal-deok Groundwater Sedi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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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s of sampling sites and geological settings.

2.2 지질특성

지표는 기반암을 이루는 암석의 중화 및 침식 작용과 이를 통해 공급된 각종 암석의 운반 

및 퇴적 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형을 형성한다. 즉, 지형의 형성은 기반암의 풍화·침식 

작용을 시작으로 발달한다. 우리나라는 선캄브리아이언에서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질

이 분포한다. 이중에서도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가 약 42.7%로 가장 넓게 분포하며, 화강암

이 약 28.2%를 차지한다9). 한반도 남부의 화강암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에서 쥐라기 중기

에 걸친 관입활동으로 형성된 대보화강암과 중생대 백악기에서 신생대 제 3기 초기에 걸친 단

속적인 화산 및 심성활동으로 형성된 불국사화강암으로 크게 구별된다10). 대보화강암은 남해안

을 제외한 중·남부 지역에서 북동-남서 방향을 이루며 대상으로 분포하고 있고, 불국사화강암

은 경상분지와 그 밖에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의 수질은 물 속에 용해되어 있는 물질의 종류와 그 농도에 의해 결정된

다. 이들은 대수층이 분포되어 있는 지질에 포함된 광물과 물의 상호반응, 대수층으로 침투되

는 강우와 지표수의 수질, 외부환경으로부터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유입될 수 있

다. 지질의 종류에 따라 대수층 내에서 일어나는 물과 광물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주요 구성성분이 규산염광물로 이루어져 있는 화성암은 탄산가스를 포함한 지하수와 반

응하면 규소를 유리시키게 되고 지하수는 다량의 규소를 함유하게 된다. 반면 퇴적암의 경우는 

대부분이 풍화 잔여물과 혼합물들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성분이 퇴적물

의 기원에 의해 결정된다. 변성암은 그 조직이 치밀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지하수 유동이 원활

 Reference : KIGAM Homepage geological map(1:50,000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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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광물성분의 용해도도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지하수의 수질은 일차적

으로 대수층이 분포되어 있는 지질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측정된 수질 값을 

살펴보면 암석의 종류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의 양이온(Na+, Ca2+,

Mg2+)과 음이온(Cl-, SO4
2-, HCO3

-)경우는 그 농도가 차이를 보인다 할지라도 지하수법에서 명

시한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11). 지하수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수층을 따라 유동

하기 때문에 성질이 전혀 다른 지하수가 서로 혼합되거나 성격이 다른 대수층을 통과하게 되

면 지질의 특성과 지하수의 수질특성과의 관계는 복잡하게 된다12). 더구나 주변 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경우는 지질과 지하수 수질과의 관계 규명이 어렵게 되는데 지하수의 다양한 변

화는 생활용수 및 먹는물로 사용하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안전

한 관리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충적 및 암반 대수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성인과 암상, 공극형태 등에 따라 8개

의 수문지질 단위로 재분류한 전국 수문지질도를 Fig. 2에12)
, Table 4에 우리나라 암반대수층의 

지질분포를 나타냈다13).

지질은 지하수와 암석의 상호반응을 통하여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암

석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지하수의 유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하수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질별 지하수의 수질특성을 자료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질은 대부분 화강암 지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질별 암석 특성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a:미고결쇄설성퇴적층
b:다공질화산암
c:반고결쇄설성퇴적암
d:비다공질화산암
e:관입화성암
f:쇄설성퇴적암
g:탄산염암(석회암)
h:변성암

수계
단층

(a:미고결쇄설성퇴적층, b:다공질화산암, c:반고결쇄설성퇴적암, d:비다공질화산암, e:관입화성암,

f: 쇄설성퇴적암, g:탄산염암(석회암), h:변성암)

Fig. 2. Hydro-geological map for Korea.



2015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보

지하수 중 우라늄 처리효율에 관한 연구 ∥ 49

Table 4. Geology distributions in Korea13)

Table 5. Characteristics of rocks

Type of Rock How its created

Characteristics

(each bullet represents a different kind of 

that type of rock)

Igneous

volcanic 

activity

slow cooling of magma  large crystal grains

(Granite, Gabbro

Pumice, Basalt, 

Obsidian)

fast cooling of lava

 small crystal grains

 trapped gases escape and leave holes

 glassy appearance without crystal grains

slow then fast cooling lava  large and small crystal grains

Metamorphic

heat and pressure

 alternating dark and light bands

 swirly pattern

 no bands (one color throughout)

(Marble, Phyllite, 

Mica Schist, Slate, 

Chlorite Schist, 

Quartzite)

Sedimentary weathering and erosion create sediments, 

sediments are compacted and cemented 

together to form rock

 gravel/pebbles cemented by smaller 

grained minerals

 sand-sized grains cemented together

 flat layers of clay-sized particles

 fossils

 mud cracks or ripple marks

(Conglomerate, Shale, 

Limestone, 

Sandstone)

2.2.1 화성암 (Igneous)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 성분이 녹아서 된 마그마가 뜨거운 용융상태의 물질이 식어지고 결

정되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 하고 조직에 따라 심성암, 반심성암, 화산암으로 구분하

고 구성성분에 따라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구분한다. 심성암은 지각 내에 굳어진 암석

이 관입암으로 지각 깊은 곳에서 서서히 고결된 것으로 화강암, 섬록암, 반려암이 있고 반심성

암의 경우 지표면 근처에서 급격히 고결된 것을 말한다.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에 흘러 나와

서 굳어진 암석으로 유문암, 안산암 현무암, 석 반암을 말한다. 심성암과 반심성암은 체로 

균질한(homogenious)조직 구성을 가지며 풍화진행에 따라 규칙적인 절리 패턴을 가지는 특징

이 있다. 화성암의 분류는 크게 조직, 화학조성, 광물구성에 따라 나뉘는데 화학조성은 SiO2의 

함량에 따라 산성, 중성, 염기성, 초염기성으로 나뉘며, Table 6에 화성암을 분류하 다.

Classification Area (km2) Rate (%)

Granites 31,820 32

Metamorphics 36,070 37

Sedimentaries 28,780 29

Basalts (Je ju) 1,8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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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lassification of Igneous rock

2.2.2 퇴적암 (Sedimentary)

퇴적암은 지표에 노출된 풍화물질이나 생물의 유해가 빗물이나 강물 및 바람 등에 의해서 

돌이 부스러지고 물에 의해서 운반된 다음, 분해된 물질들이 운반, 퇴적된 후 압착, 고화, 수화, 

재결정 작용 등의 속성작용을 거치면서 생성되어 형성되는 암석이다. 구성물질의 생성원인, 입

자의 크기, 화학성분 등에 따라 크게 쇄설성 퇴적암, 비쇄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한다. 퇴적암에는 역암, 사암, 이암, 셰일, 석회암 백운암, 각력암이 표적이다. 

이러한 퇴적암을 Table 7에 분류하 으며 이에 따른 특징을 각각 나타내었다.

Table 7. Classification of Sedimentary rock

Classified Particle Size Composition Comments Rock Name

Biological

Varies, generally 

very fine grained

Calcite (CaCO3)

fizzes with dilute 

HCI

Abundant fossils Fossiliferous Limestone

Powdery; shells of 

microscopic plants and/or 

animals

Chalk

Coarse to very 

fine grained

Calcite (CaCO3)

fizzes rapidly with 

dilute HCI

Fossils &fossil fragments; 

loosely cemented
Coquina

Varies, generally 

fine grained

Carbonaceous 

Material

Plant

remains

Brown, soft, 

porous
Peat

Brown Lignite

Black, sooty, 

blocky
Bituminous Coal

           Composition

Texture
Felsic Intermediate Mafic Ultramafic

Pegmatitic Granite Pegmatite Diorite Pegmatite Gabbro Pegmatite

Phaneritic Granite Diorite Gabbro Dunite

Aphanitic Rhyolite Andesite Basalt

Porphyritic Rhyolite Andesite Basalt

Glassy Obsidian Basaltic Glass

Vesicular Pumice Scoria

Pyroclastic Volcanic Tuff

low temp crystallization

low in metal cations

high silica

more covalent

high weathering stability

high temp crystallization

high in metal cations

low silica

more ionic

low weathering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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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lassification of Sedimentary rock (continued)

Classified Particle Size Composition Comments Rock Name

Clastic

Coarse Grains

> 2 mm

Any rock type (quartz, 

chert, or quartzite 

most common)

Rounded clasts Conglomerate

Angular clasts Breccia

Fine Grains

1/16 to 2 mm

Can be seen 

w/ naked eye

Quartz with minor 

accessory minerals

White, tan, brown; 

sandpapery feel

Quartz 

Sandstone
S
A
N
D
S
T
O
N
E

Quartz, with at least 

25% potassium 

feldspar (orthoclase)

Often reddish because of 

potassium feldspar; 

sandpapery feel

Arkosic 

Sandstone

Rock fragments, mica, 

clay, quartz

"Dirty" looking, dark 

colored; sandpapery feel
Graywacke

Very Fine 

Grains

<1/16 mm

Cannot be 

seen w/ 

naked eye

Quartz and clay 

minerals

Gritty, 1/16-1/256 mm; 

some grains may be seen 

with hand lens

Siltstone

M
U
D
S
T
O
N
E

Clay sized particles;

< 1/256 mm

Non-foliated; "clay the size" Claystone

Foliated; "clay the mineral" Shale

Bio-

Chemical

Generally 

very fine 

grained

Calcite (CaCO3)
Non-friable; fizzes with 

dilute HCI
Limestone

Dolomite

(Ca,Mg) (CO3)2

Non-friable; fizzes with 

dilute HCI only when 

powdered

Dolostone

Chalcedony (Si02)
Light colored, h = 7 Chert

Dark colored, h = 7 Flint

Chemical

Generally 

very fine 

grained

Calcite (CaCO3)

Fizzes

with 

dilute 

HCl

Medium to coarse 

grained

Crystalline 

Limestone

Ooids (tiny 

spheres)
Oolitic Limestone

Banded Travertine

Halite (NaCI) Evaporite, tastes salty Rock Salt

Gypsum (CaSO4 2H20) Evaporite, hardness of 2 Gypsu

2.2.3 변성암 (Metamorphic)

기존 암석이 기원 당시와는 다른 온도, 압력, 화학적 조건하에서 재결정작용을 일으켜 새로

운 조직과 광물조성을 가지는 암석으로 변화하는 작용을 변성작용이라 하고 이 과정을 거쳐 

생성된 암석을 변성암이라 한다. 조산운동이나 화산활동 등의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기존의 암

석이 생성 당시와는 다른 온도와 압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에 고체 상태로 유지된 기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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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내 광물과 조직이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변성작용이라 한다. 변성작용은 크

게 파쇄작굥, 동력변성작용, 접촉변성작용 등으로 나뉘어지며 이들에 해당하는 각각의 표적

인 암석은 안구상편마암, 편마암, 혼펠스 등이 있다. 변성암의 분류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Classification of Metamorphic rock

 Classifi

ed
Texture

Particle 

Size
Composition Comments Rock Name

Foliated

Foliated

Fine 

grained, 

minerals 

not 

visible

Minerals with basal 

cleavage: commonly mica, 

graphite, etc.

Dense; thin pieces will pass 

the "tink" test
Slate

Minerals with basal 

cleavage: commonly mica, 

graphite, etc.

Satiny luster; very shiny and 

reflective in sunlight
Phyllite

Foliated 

or

Lineated
Medium 

to coarse 

grained; 

grain size 

generally 

increases 

with 

metamorp

hic grade, 

and water 

is lost

Muscovite, biotite, chlorite, 

talc, garnet, kyanite, 

staurolite, feldspar, quartz, 

tourmaline, and many 

others

Name is preceded by 

diagnostic minerals: such as 

quartz schist, mica schist, 

quartz mica schist, kyanite 

biotite hornblende schist, etc.

Schist

Color 

Banded

Feldspar, quartz, mica, 

ferromagnesian minerals

Color banding due to 

alternation of light (felsic) and 

dark (mafic) minerals

Gneiss

Mixed 

metamo

rphic 

and 

igneous 

rock

Feldspar, quartz, mica, 

ferromagnesian minerals

Alternating layers of felsic 

igneous rock and mafic gneiss; 

the last metamorphic grade 

prior to complete melting

Migmatite

Non-

foliated

Non-ori

ented 

grains

Medium 

to coarse 

grained, 

minerals 

visible

Calcite (CaCO3)
Hardness of 3; fizzes with 

dilute HCI
Marble

Dolomite (Ca,Mg) (CO3)2
Fizzes with dilute HCI only 

when powdered

Dolomitic 

Marble

Quartz (SiO2)

H = 7; breaks through grains 

(as opposed to sandstone that 

breaks around grains)

Quartzite

Amphibole; commonly 

hornblende

Generally black; prismatic 

crystals with 2 directions of 

cleavage at 60° / 12O°

Amphibolite

Anything that could be a 

conglomerate

Breaks through clasts as well 

as around them; clasts may be 

flattened or stretched

Metaconglo

merate

Fine 

grained, 

minerals 

not 

visible

Clay minerals, mica Dense, dark colored Hornfels

Carbonaceous material
Black, shiny, conchoidal 

fracture

Anthracite

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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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기기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우라늄(U), pH, 전기전도도 (Electric Conductivity)와 음이온성분(NO3-N, F, Cl-, 

SO4
2-) 과 양이온성분(Na+, K+, Mg2+, Ca2+)을 각각 분석하 다. 시료채취, 시료의 보존 및 분석

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기준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 다14). 우라늄은 ICP/MS, 음이온 분석은 IC, 양이온은 유도

결합플라즈마(ICP)로 분석하 으며, 각 성분들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장비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Analytical Instruments for items

Items Analytical Instruments

pH, EC METTLER TOLEDO (SEVEN Excellence)

U ICP-MS (Agilent Technologies 7900)

Na+, K+, Mg2+, Ca2+ ICP (Perkin Elmer Optima 5300DV)

NO3-N, F, Cl-, SO4
2- Ion Chromatograph (Dionex, ICS-2000)

2.4 처리공정 

지하수의 우라늄 처리효율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실용 처리공정 pilot plant를 Fig. 3과 같이 

제작하 으며, 처리공정도를 Fig. 4에 나타내었는데, 처리공정도에서와 같이 활성탄(Activated 

Carbon), 음이온교환수지(Anion Exchange), 정 여과(Micro Filtration), 역삼투막(Reverse 

Osmosis)의 처리 공정을 거친 처리수를 분석하 다.

Feed water

100L 
P·E

Activated 
Carbon

Anion 
Exchange

RO Pump RO Membrane
Micro 
Filter

Drain Valve

RO

Feed Pump

 

Fig. 3. Pilot plant and process schematic diagram of AC-AE-MF-RO for lab scale test.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이 검출되는 지역 3개 지점을 선정하여 지하수 시료 80 L를 채수하여 

처리효율 실험을 실시하 다. 본 연구는 실험실에서 처리공정 실험을 실시하 으며, 각각의 처

리효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분식 실험을 실시하 다. 각 처리공정의 사양과 처리조건을 Table 

10과 Table 11에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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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roperties of pilot plants

Pilot Plants Product Characteristics

Activated Carbon Kyong-deok
 coconut-shell type

 mesh : 8~30 ∅
Anion Exchange DOWEX SBR-P

 strong base anion 

 Cl- type resin

Micro Filtration PENTEK
 spun polypropylene

 catridge type filter

Reverse Osmosis DOW Flimtec  polyamide type membrane

Table 11. Operating conditions of pilot plant scale

Items Pilot-scale test

Flow rate (L/min) 3

U concentratins (ug/L) 20~130

Column diameter ( cm) 35

Column length ( cm) 60

EBCT (min) 3.3

2.4.1 활성탄(Activated Carbon)

2.4.1.1 활성탄 개요 및 특성

활성탄은 활성탄소(Activated Carbon)라고도 하며, 부분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다공질체

의 총칭이다. 흡착성이 강하고 부분의 구성 물질이 탄소질로 된 물질이다. 야자각, 목재류, 

갈탄, 무연탄, 유연탄 등의 탄소질 원료를 태우는 활성화 과정을 통해 분자 크기 정도의 미세

세공을 발달시킨 흡착제이며, 흡착성이 강한 분상 또는 입상다공성 물질로 내부에는 1g당 500 

~ 1500 ㎡ 정도의 표면적을 갖고 있다. 최근 참숯, 나무숯, 야자숯 등 우리생활에서 쉽게 접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화장품부터 담배, 정수기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러한 숯(Char)은 탄소질 원료를 탄화만 한 상태로 소량의 세공과 흡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숯을 물리화학적으로 활성화한 것을 활성탄이라고 한다. 활성탄 흡착은 활성탄의 흡착작용

을 이용하여 주로 수중의 유기물을 제거하는 처리이다. 활성탄은 형태, 원료, 용도, 활성화 방

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에 따른 특성을 Table 12에 나타내었다.

물리적 형상에 따라 활성탄은 분말활성탄, 입상활성탄, 생물활성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말활성탄은 100 mesh이하의 입도로 미세하다. 입상활성탄은 탄을 세분화시켜 탈피치 등을 

혼합한 후 혼합물을 성형기로 성형하여 다시 탄화시키고 그 후 수증기에 의하여 부활시킨다. 

분말활성탄의 경우 입상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부활시키고, 생물활성탄의 경우 입상활성탄에 

미생물을 도포시켜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분말활성탄은 흡착속도가 빠르고 사용 시 

복잡한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접촉여과에 의해 흡착이 되지만 분말의 비산이 있고 취급이 

불편한 반면, 입상활성탄은 분말에 비해 흡착속도가 느리며 물과 분리가 쉽고 흡착탑에 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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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동상에 사용한다. 또한, 분말보다 취급이 용이하다. 

Table 12. Class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ctivated carbon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Shape

Crushed phase  Irregular shape with the general particle size of 3-200 mesh

Powdered phase  general particle size of below 200mesh

Forming phase  Pellet, a standard sized shape mostly round or cylindrical

Fiber phase  Called as ACF in a cloth state

Raw 

materials

Plant-based  Coconut shell, wood, sawdust, charcoal

Coal-based  Bituminous coal, anthracite, brown coal, turf

Petroleum-based  Petroleum residues, sulfate sludge, oil carbon

Others  Pulp waste, swaste resins, organic waste

Applications

Gas phase  Selective absorption to remove target components in the air or gas

Liquid phase
 Selective absorption to remove target components in the water or 

liquid substances

Catalyst
 Used as catalysts or indirect carriers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activated carbon

Others  Used for medicine after purification

Aactivation 

methods

Gas activation method

This is activation method through high temperature gas reaction 

about 800 -1100  ℃ by various oxidizing gases (water vapor, carbon 

dioxide, air) and absorbability is determined by chemical properties 

and concentration of oxidative gas, reaction temperature, activation 

time and the amount and type of raw materials. Largely produced 

by Rotary Kiln or Multiple Hearth Furnace.

Drug activation method

This is a activation method of chemical treatment using acid like 

phosphoric acid or sulfuric acid. Vapour activation(a gas activation 

method) is widely used instead of it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apparatus corrosion, secondary contamin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2.4.1.2 활성탄 흡착

흡착이란 고체와 기체, 기체와 액체 등의 계면에서 기체 혹은 액체 혼합물 중의 목적 성분

을 제 3의 물질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조작으로, 제 3의 물질을 흡착제(adsorbent), 흡착되어지

는 목적 성분을 흡착질(absorbate), 흡착제와 흡착질을 조합한 것을 흡착계(adsorption system)

라 한다. 흡착제는 다공성의 넓은 내부표면적을 가진 물질이 쓰인다. 흡착은 용액 안에 있는 

용해물질을 흡착제의 표면에 모이도록 3단계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Table 13에 나타

내었다. 흡착단계 중 3단계는 빨리 일어나므로 주로 1, 2단계에서 흡착이 제한받게 된다. 그러

므로 흡착률은 피흡착물의 분자가 용액 내에서 이동, 즉 확산하는 률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1, 2단계는 Limiting Step이 된다. 회분흡착에서는 교반에 의한 강제력이 작용하

므로 피흡착물이 난류, 확산에 의하여 큰 이동속도를 가지며 초기과정의 Limiting Step은 피흡

착물 및 흡착제의 종류와 분자의 이동속도에 의한 확산 정도에 따라 변화하며, 흡착은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으로 나뉘는데 이에 따른 특성은 Table 14와 같다. 입상활성탄은 다공질 구

조의 탄소재료 (직경 2 ~ 50 nm)로 그 흡착능은 공극률, 비표면적, 세공용적, 세공분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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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고, 흡착원리는 고체의 표면장력(면적 당 에너지)에 향을 받는다. 입상활성탄 흡착

설비는 흡착탑 또는 흡착지에 입상활성탄을 고정층이나 유동층으로 충전하고 여기에 처리할 

물을 통과시켜 처리 상 물질인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제거하는데 흡착탑 내부의 미생물의 활

동여부를 기준으로 입상활성탄(GAC)방식과 생물활성탄(BAC)흡착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Table 13. Absorption mechanism

Step Mechanism

1 step Absorbate molecules are moving to the outer surface of absorbent(activated carbon) slowly

2 step Absorbate is diffused through macropores and mesopores in activated carbon slowly

3 step Diffused absorbate is coupled with inner surface of micropores or filled in them fast

Table 14. Type of absorption

Classified Physical absorption Chemical absorption

Coupling Weak coupling by Vander Walls' gravity
Strong ionic bond or a covalent bond by the 

rearrangement of free electron

Temp. The higher temperature, the lesser absorption
Absorption is increased with temperature rise, 

then decreased

Absorbate
Non-selective/multiple absorption adsorbing all 

gases below the critical temperature

Selectively adsorb absorbate with chemical 

reactivity (Single absorption)
Absorption 

heat

Small. Equal to condensation heat 

(below 10Kcal/Mol.)

Big. Equal to reaction heat 

(10 ~ 30Kcal / Mol.)
Absorption 

rate
Fast(Activation is not present) Slow (Need activation energy)

Reversible
Always reversible 

(easily removable at about 150  ℃)

Reversible or irreversible (easy to remove 

above 800  ℃)

활성탄 흡착능력은 활성탄의 종류와 피흡착 물질, 수온, pH 및 공존물질에 따라 다르고, 운

전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착능은 점차 감소하여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입상활성탄의 처리

효율에 한 설계 값은 접촉시간 또는 공간속도, 선속도, 탄층 두께, 입경 등 상호관계로부터 

결정되며, 공간속도를 우선 정한 뒤 그에 따른 활성탄 층 깊이를 결정한다.

2.4.2 음이온교환수지

2.4.2.1 이온교환수지 개요

이온교환수지란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가진 부분이 있어 주변 용액으로부터 그와 반  전하

를 가진 이온을 끌어당길 수 있는 다양한 유기 합성 중합체 화합물을 일컫는 것으로 이 수지

는 흔히 스티렌(styrene)-디비닐벤젠(divinylbenzene, DVB)공중합체로 되어 있으나, 메타크릴산-

디비닐벤젠이나 페놀-포름알데히드 중합체 같은 다른 조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산기를 

가지고 있는 중합체는 수소이온이나 금속이온 같은 양이온을 교환시키기 때문에 양이온 교환

체 또는 산 교환체로 분류되며, 암모늄기를 가지고 있는 중합체는 주로 하이드록시 이온이나 

할로겐화 이온을 교환시키기 때문에 음이온 교환체 또는 염기 교환체라고 한다.15) 이온교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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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가벼운 다공성 고체로 흔히 작은 알갱이, 구슬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수지가 용액에 

잠기면 용액을 흡수하여 팽윤된다. 팽윤되는 정도는 중합체의 구조 및 용액의 총 이온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특수한 이온을 교환하기 위해 적당한 화학적 조성과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

는 수지를 임의로 합성할 수 있으므로 이온 교환 수지는 실험실과 공업에서 쓰이는 합성 이온 

교환 물질의 부분을 차지한다16). 산업용과 가정용 이온 교환수지는 물에서 칼슘·마그네슘·철·

망간의 염을 제거할 때나, 설탕의 정제과정, 그리고 광석에서 금·은·우라늄 같은 귀중한 원소들

을 농축하는 데 쓰인다. 이온교환수지는 화학분석에서 이온성 물질을 분리하거나 농축하기 위

해서 쓰이며, 킬레이트 수지는 비록 이온교환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온 교환 수지로 분류된다
16).

2.4.2.2 이온교환 작용

이온교환수지는 불용성의 고체 산 또는 염기이며 산, 염기와 같게 반응성을 표시한다. 양이

온교환수지는 이온교환수지가 가지고 있는 양이온보다 친화성이 있는 유-무기 양이온이 접근

하게 되면 보다 친화성이 있는 것과 결합하고 초기에 결합하고 있던 양이온을 떼어내는 교환

작용을 일으킨다. 마찬가지로 음이온교환수지도 보유하고 있는 음이온보다 친화성이 있는 다른 

유-무기 음이온이 접근하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음이온과 교환한다. 표적인 이온교환반응은 

중화반응, 중성염분해반응 및 복분해반응 등이 있다. 강산성양이온(cation)교환, 강염기성음이온

(anion)교환수지의 교환반응을 Table 15에 나타내었다17). 이온교환수지는 입체적으로 가교된 3

차원 구조를 가진 고분자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온교환수지

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은 상당히 다르며 이온교환 평형은 일상적인 전해액간의 평형과는 상관

없다.

Table 15. Reaction of strong acid cation and weak base anion exchange resins17)

Strong Acid Cation Weak Base Anion

R-SO3-H
+ + Na+OH- ↔ R-SO3-Na+ + H2O R≡N+OH- + H+Cl- ↔ R≡N+Cl- + H2O

R-SO3-H
+ + Na+Cl- ↔ R-SO3-Na+ + H+Cl- R≡N+OH- + Na+Cl- ↔ R≡N+Cl- + Na+OH-

R-SO3-Na+ + K+Cl- ↔ R-SO3-K
+ + Na+Cl- N+Cl- + Na+Br- ↔ R≡N+Br- + Na+Cl-

2.4.2.3 이온교환 수지의 종류

모체에 도입되는 이온교환기의 종류에 따라 강산성양이온교환수지, 약산성양이온교환수지, 

강염기성음이온교환수지, 약염기성음이온교환수지 등으로 나뉜다. 이 밖에 특수한 것으로는 특

정금속과 킬레이트결합을 할 수 있는 작용기를 가진 킬레이트 수지와 양쪽성이온교환수지 등

이 있다. 모체인 스티렌·DVB혼성중합체는 구조상 투명하고 거의 균질인 겔형, 즉 헤테로포러

스형과 물리적으로 큰 구멍지름을 가진 매크로포러스형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것들에 각각 

여러 가지 이온교환기를 도입·고정시킨 갖가지 이온교환 수지가 있다. 이온교환 수지의 특징은 

Table 16에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형태의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는 그 특성에 따라서 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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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Ⅱ형으로 나뉘며 이온형이 Cl-로 되어 있는 type이 더 안정하다. 온도가 상승하면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교환기가 열화되어 약염기성으로 바뀌어 교환용량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Styrene계 porous type에 비해 반응속도, 탈색성, 내유기오염성 및 급격한 부피변화에 한 강

도가 뛰어나다16),17). 본 연구에 사용한 Cl-form 강염기성음이온교환수지의 특성 및 사양은 

Table 17과 같다.

Table 16. Properties of ion exchange resins17),18)

Cation Exchange Resins Anion Exchange Resins

Strong Acid Cation Weak Acid Cation Strong Base Weak Base Anion

Ionic form Na-form H-form
Cl-form

OH-form
OH-form

Color light brown white light brown yellow

Particle Density 

(g/L)
825 690 685 650

Water content(%) 43~50 40~46 43~47 39~45

Total Exchange 

capacity (eq/L)
1.9↑ 3.5↑ 1.3↑ 2.5↑

Effective Size(mm) 0.4~0.6 0.35~0.55 0.35~0.55 0.35~0.55

Uniformity 

Coefficient
1.6↓ 1.6↓ 1.6↓ 1.6↓

Operating Temp.( 

℃)
120↓ 120

60↓OH-form

80↓Cl-form
100

Operating pH 

Range
0~14 4~14 0~14 0~9

Table 17. Properties of strong base anion exchange resin

Classified Properties

Product DOWEX SBR-P

Type Type Ⅰ strong base anion

Matrix Styrene–DVB, gel

Total Exchange capacity (eq/L) 1.3

water content (%) 50~56

Effective Size(mm) 0.3

Particle Density(g/ml) 1.08

Maximum Operating Temp.( ℃) 100

Operating pH Range 0~14

2.4.3 막여과 (MF, RO)

현재 수처리에 사용하는 표적인 막을 기공 크기에 따라 정 여과(Microfiltration, 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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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여과(Ultrafiltration, UF), 나노여과 (Nanofiltration, NF), 역삼투(Reverse Osmosis, RO) 막

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국내에는 처리수질 및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한외여과막 또는 

정 여과막이 정수처리 공정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외여과막 및 정 여과막은 

기공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제거 상물질은 부유물질, 콜로이드, 세균, 조류, 원충생물 등에 국

한되며, THMFP, 농약, 취기물질, 경도 성분 등은 제거가 어렵다. 실형태로 중앙이 빈 중공사막

을 케이스에 넣은 케이싱 수납형막과 막을 물속에 직접 침적시킨 침적형막이 있으며, 오염물질

이 많은 하폐수 처리에는 침적형막이 주로 사용되고, 오염물질이 비교적 적은 하천수, 지하수 

등을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케이싱 수납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분리막은 고분자 재료의 

물질선택투과성질을 응용한 분리기술의 하나로 1960년  미국에서 공업용수의 탈염공정에 적

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 세계적으로 해수의 담수화 등의 수처리에 이용되어져 왔다.

초기에 분리막은 역삼투막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한외여과막, 정 여과막

을 비롯한 수처리 뿐만 아니라 투석, 기체분리 및 투과증발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개발되

고 있다. Table 18에 분리막들의 특성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able 18. Difference between MF, UF, NF and RO19)

Particular MF UF NF RO

Membrane Porous isotropic Porous asymmetric
Finely porous 

asymmetric/composite 

Nonporous 

asymmetric/composite

Pore size 50 nm~1 µm 5~20 nm 1~5 nm –

Pressure 

requirement 

(atoms)

0.5~5 1~10 7~30 20~100

Transfer 

Mechanism

Sieving and 
adsorptive 

mechanisms 
(the solutes migrate 

by convection)

Sieving and 
preferential 
adsorption 

Sieving/electrostatic 
hydration/diffusive

Diffusive (solutes 
migrate  by diffusion 

mechanism)

Membrane 

materials
Polymeric ceramic Polymeric ceramic Polyamide

Cellulose triacetate, 

Aromatic polyamide

Typical solution 

treatment

Solution with solid 

particles

Solution with 

colloids and/or 

macromolecules

Ions, small molecules Ions, small molecules

Typical pure 

water flux(Lm-2h)
500~10,000 100~2,000 20~200 10~100

2.4.3.1 정밀여과 (MF)

약 0.1 ~ 10 ㎛ 정도의 기공을 가진 분리막으로 정 여과막은 용액에 용해되어 있는 용질들

이 비록 크기가 크다 하더라도 이들이 막을 투과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다공도

(porosity)가 충분히 커야한다. 정말여과막이 효과적인 분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공의 

크기가 균일해야하고 다공성이 높고 실질적인 분리기능을 수행하는 최소기공이 존재하는 활성

층의 두께가 얇아야 한다.

정 여과막은 현재 식품공업, 생물화학공업 및 의료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



60 ∥ 연구조사분야

며 실험실 등 작은 규모의 응용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 정 여과막 공정은 여러 분리막 공정 

중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시장 규모도 가장 커서 나머지 분리막 공정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앞으로도 응용 분야가 새롭게 개발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상당수의 정 여과막 및 모듈은 1회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의학이

나 약학 분야에서 멸균 용도로 사용될 뿐 아니라 반도체 제조 공정에까지도 이용이 확 되고 

있다. 박테리아 중 크기가 최소인 것이 략 0.3 ㎛ 정도이므로 부분의 박테리아들이 정  

여과 공정으로 제거될 수 있으므로 무균수 제조나 제약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4.3.2 역삼투막20)

삼투현상이란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저농도의 용매가 고농도의 용액으로 이동하는 자연현상

으로 막 양측 용매의 화학 포텐셜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막 양측의 화학 포텐셜이 같아지게 

되면 용매의 이동은 정지되고 수두 차만큼의 삼투압차가 발생한다. 이때 고농도 용액측에 삼투

압차 이상의 압력을 가하게 되면 삼투현상과는 반 로 고농도 용액측의 용매가 저농도의 용액

측으로 역류하는데 이를 역삼투 현상이라 한다. 역삼투 현상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역삼

투 공정은 막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리 상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그리고 압력차를 추진력으

로 하는 세 가지 요소의 조합에 의해 행하여진다. 역삼투막은 공경이 약 10 Å 내외이고, 세공

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비공성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기고분자가 micelle의 

간격을 통하여 물질투과가 행해진다. 역삼투는 분자크기에 따른 분리조작이 아니므로 정 여과

나 한외여과에서와 같은 유기물의 침착현상이 적으며, 결과적으로 막의 수명도 길어진다. 역삼

투막은 용존염을 분리 제거할 뿐 아니라 분자량이 적은 유기물 및 aromatic hydrocarbon 등의 

분리조작에도 그 이용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막분리 공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투과 Flux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

분리공정의 투과 Flux 감소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막의 Fouling이며 이는 막의 재질특성 및 원

수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Fouling은 막 표면에 원치 않는 오염물이 침적되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침적된 고형물이 막 표면으로부터 Bulk solution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경우에 

발생된다. 결과적으로 용존염(dissolved salts), 부유성 고형물(suspended solid), 미세입자

(colloids) 및 미생물(microorganisms)의 막 표면으로의 축적물을 의미한다. 막 표면의 fouling

은 다양한 형태로 동시에 막 표면에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fouling은 막의 단위 면적당 생산

수 전환율의 감소, 운전압력의 점진적인 증가 등을 유발하여 분리막 시스템의 세척 및 유지비

용을 증가시키고 생산수의 수질에 향을 주며 막의 수명을 급격히 감소시킨다. 막의 fouling

에 의한 flux감소방지를 위해서는 막재질의 선택, fouling의 전처리, 막의 세정방법 및 운전방

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분리막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용존이온, 부유물질, 미

세유기물 등의 제거가 필요하며, 경제적인 사용 가능성은 막부과 유속과 막수명의 혼합인자에 

의존한다. 높은 투자비용과 운 비 공급수의 25 ~ 50%의 폐수를 생산하고 경우에 따라 전처리

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 이러한 RO 시스템은 소형이고 운 이 용이하며 최소한의 노동력

을 요구하는 소형 시스템에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 우라늄 처리효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RO 특성 및 사양은 Table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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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Properties of Reverse Osmosis Membrane

Classified Properties

Product Filmtec (4set)

Membrane
Thin film composite membrane

Polyamide, Microporous Polysulfone, Polyester Support Web

Flux performance range 0.04 to 0.55 gfd/psi (or, 1 to 14 l/m2h bar).

Operating pH range 2~9

Membrane diameter(inch) 4

Maximum operating pressure (psi) 600

Permeate flow at standard conditions (gpd) 750~10,500

3. 결과 및 고찰

3.1 우라늄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진안, 무주, 임실, 순창 등의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의 지하수 및 그 주변 지하수를 상으로 55개 지점을 분석하 다. 분석결

과는 Table 20과 같으며, Fig. 4 및 Fig. 5에 우라늄 농도 분포와 지역별 농도분포를 각각 나타

내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라늄의 농도는 불검출 ~ 27.2 ug/L의 범위로 조사되었으

며, 조사 상 중 불검출 지점이 10개 지점, 1 ug/L이하인 지점이 16개 지점으로 부분의 지

역에서 우라늄의 농도가 매우 낮게 분포하고 있다. 우라늄의 먹는물 수질기준인 30 ug/L를 초

과한 지역은 없었으나, 20 ug/L 이상인 지점이 3개 지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지역에 

한 우라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수질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순창군 지역의 조사 

상 지점에서 우라늄의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0. Uranium, anions, cations values in groundwater (unit : mg/L, U:ug/L, EC:㎲/ 

cm)

Region
U

(ug/L)
pH EC F NO3-N Cl- SO4

2- Na K Ca Mg

Jin an

0.0 6.8 63.6 0.00 1.3 8.3 3 2.192 20.660 1.450 0.832 

0.0 6.8 43.8 0.00 1.3 3.6 3 1.875 0.232 1.432 0.846 

16.3 6.7 109.4 0.00 1.2 5.1 3 5.891 1.837 3.921 2.059 

27.2 6.6 42.7 0.00 1.3 4.8 3 5.959 1.148 4.011 2.099 

6.0 5.6 217.0 0.22 5.8 12.8 5 9.211 1.731 10.840 2.753 

0.1 5.5 214.9 0.00 3.3 4.4 3 2.503 1.277 2.609 1.230

0.1 6.2 274.1 0.00 10.3 19.1 14 11.670 6.866 23.950 4.712

5.1 7.9 371.0 0.00 0.9 26.5 39 7.811 2.822 33.820 16.340

6.1 7.3 373.2 0.00 0.1 25.9 42 7.922 1.398 33.040 1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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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Uranium, anions, cations values in groundwater (continued)

Region
U

(ug/L)
pH EC F NO3-N Cl- SO4

2- Na+ K+ Ca2+ Mg2+

Mu ju

3.0 7.6 193.5 0.56 2.4 7.9 7 7.338 3.167 12.000 1.548 

11.0 7.6 237.3 1.12 0.2 9.7 39 6.544 2.211 14.570 3.530 

1.5 6.1 807.7 0.00 33.1 47.0 132 22.100 6.277 37.800 20.040 

21.0 8.1 228.0 1.51 3.7 10.6 40 8.926 0.633 14.930 2.196 

0.2 6.3 60.9 0.17 0.6 4.9 9 2.441 0.525 2.567 0.888 

0.0 7.6 15.6 0.00 0.3 1.6 0 0.699 1.058 1.058 0.019 

0.1 6.7 453.7 0.28 6.7 83.0 17 21.880 6.891 20.050 6.129 

0.1 6.6 316.3 0.20 6.4 56.5 14 13.280 5.528 15.230 4.252 

0.0 7.0 134.1 0.27 5.2 7.2 6 3.342 3.309 4.690 1.787 

0.0 7.7 78.3 0.00 1.4 11.5 4 2.451 9.528 1.295 1.295 

22.4 7.5 - 0.46 5.5 17.0 12 10.910 1.795 17.210 7.509

0.0 6.9 48.7 0.00 1.4 3.4 3 1.187 2.395 1.407 0.616

0.0 7.1 46.4 0.00 1.4 2.6 4 1.937 0.716 1.646 0.727

Im sil

0.6 6.7 110.3 0.16 1.5 6.0 5 4.425 0.537 5.512 1.365 

0.0 6.3 134.6 0.00 5.5 8.9 6 6.512 2.145 6.448 1.555 

0.6 6.6 167.6 0.16 1.1 12.6 4 9.444 0.720 8.335 2.314 

0.0 7.5 123.3 0.15 2.5 11.2 2 6.676 8.396 4.415 0.536 

0.1 6.2 385.5 0.00 17.9 40.1 0 16.660 1.616 18.120 5.430 

8.0 6.8 262.0 0.00 6.6 13.7 10 11.060 0.975 13.280 3.248

9.0 6.9 267.7 0.00 7.1 14.3 10 10.870 0.940 13.810 3.197

8.2 8.1 210.7 0.28 2.1 8.4 10 7.339 0.870 11.620 3.386

9.9 8.1 256.5 0.35 1.6 6.1 11 7.676 0.579 13.230 3.697

19.5 7.5 180.5 0.22 1.0 4.9 7 6.444 0.671 10.810 1.763

8.3 7.6 159.2 0.00 1.0 4.6 3 5.243 0.701 8.679 1.774

2.3 8.2 250.1 0.40 0.4 6.4 15 7.883 0.407 18.870 4.019

2.5 7.7 254.4 0.45 0.4 6.6 16 7.875 0.421 19.320 4.057

4.8 6.9 221.9 0.46 1.4 6.1 7 9.581 1.192 12.990 2.800

4.3 6.8 220.1 0.27 1.4 6.6 7 9.318 1.199 13.070 2.895

3.9 6.9 225.2 0.16 1.3 5.6 7 9.298 1.251 13.070 2.886

9.9 8.0 360.8 0.16 3.3 22.8 20 11.640 0.900 22.250 4.352

7.4 7.7 339.8 0.17 3.4 22.8 20 11.630 0.895 21.520 4.268

6.3 7.1 209.4 0.00 3.9 10.9 10 8.942 1.999 21.820 3.811

6.8 7.1 207.2 0.00 4.3 11.1 7 8.983 4.242 21.730 3.716

Sun 
chang

2.0 6.9 183.4 0.00 7.0 11.1 3 8.348 1.577 7.707 2.852 

2.6 6.9 183.0 0.00 7.2 11.3 3 8.290 1.520 7.791 2.784 

3.1 6.9 186.6 0.00 7.2 11.8 3 8.352 1.505 8.112 2.774 

0.3 7.0 123.3 0.00 1.8 5.7 2 5.794 0.762 5.766 2.014 

0.1 7.9 106.8 0.00 0.6 3.8 0 5.685 1.414 4.892 1.472 

0.2 8.0 151.4 0.00 0.2 6.2 3 5.962 0.826 8.558 2.045

1.4 6.8 110.8 0.00 0.6 4.7 6 4.800 1.652 0.638 5.651

0.1 6.8 189.3 0.00 2.0 9.6 3 9.054 3.711 0.803 7.217

0.4 6.6 265.4 0.00 7.0 20.4 17 11.140 5.466 5.171 8.473

0.7 6.8 227.6 0.00 4.0 12.5 4 7.463 0.697 10.850 5.239

0.9 6.7 282.2 0.00 6.3 27.6 19 12.260 1.512 10.840 6.426

0.1 6.6 220.8 0.00 7.8 19.5 11 11.200 3.998 7.140 4.125

0.0 6.4 143.3 0.00 1.9 11.1 9 5.547 1.800 5.938 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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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ar chart of U concentrations (n=55).     Fig. 5. Box-whisker plots of Uranium by regions.

3.2 이온성분 

마을상수도 원수와 주변 지하수 55개소에 하여 지하수 특성과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양이온과 음이온 등을 분석하 다. 이러한 측정분석 결과 부분의 지점에서 양호한 수질을 나

타내고 있으나, 분석 항목 중 수소이온농도의 경우 2개 지점, 질산성질소의 경우 3개 지점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 지하수 pH 범위는 5.5 ~ 8.2로 중앙값

은 6.9이다. 질산성질소가 초과된 지역의 경우 주변에 축사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농업

용으로 사용하는 지역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주변 지하수가 오염되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전기전도도의 경우 15.6 ~ 807.7 ㎲/ cm 범위로 넓은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지

하수 산출특성에 따라 용존 이온 함량에 차이가 있어 다양한 지하수가 존재하는 특성을 보이

고 있다. 지하수 중 주요 양이온 성분의 농도분포를 살펴보면, Na+ 0.7 ~ 22.1 mg/L, K+ 0.2 ~ 

20.7 mg/L, Ca2+ 0.6 ~ 37.8 mg/L, Mg2+ 불검출 ~ 20.0 mg/L의 농도 범위를 각각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통계치를 Table 21에 나타내었다.

Table 21. Statistics of pH, EC and cations and anions values

Statistics pH
EC

(㎲/cm)
F NO3-N Cl- SO4

2- Na+

(mg/L)

K+

(mg/L)

Ca2+

(mg/L)

Mg2+

(mg/L)

Min 5.5 15.6 0.00 0.10 1.6 0.0 0.7 0.2 0.6 0.0 

Q1 6.7 126 0.00 1.25 5.85 3 5.740 0.848 4.791 1.768

Median 6.9 208.3 0.00 2.00 9.7 7.0 7.9 1.5 10.8 2.9 

Q3 7.6 255.98 0.21 5.65 14 13 9.512 2.608 15.08 4.26

Max 8.2 807.7 1.50 33.1 83.0 132.0 22.1 20.7 37.8 20.0 

3.3 우라늄-이온성분 

조사 상 55개 지점에 한 우라늄과 이온성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상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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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Uranium and pH, EC, cations, anions concentration

3.4 지질에 따른 특성 

본 연구 상의 지질은 30개 지점이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변성암과 화강암이 각

각 16지점, 9지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지질에 따른 우라늄 및 이온성분의 농도분포를 살펴

본 결과를 Table 22 및 Fig. 7,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화강암 지질에

서 각 성분들의 농도가 체적으로 낮은 범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소의 경우 

조사지점 부분 지역에서 불검출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높은 농도는 1.51 mg/L로 조사되었다. 

또한 음이온 성분 중 Cl-와 SO4
2-의 경우 변성암과 퇴적암 지질에서 화강암 지질에 비해 높은 

농도로 분포하 으며, 양이온 성분 중 K+의 농도가 변성암 지질에서 체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라늄은 변성암 지질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우라늄이 검출되었지만, 화강암 지질에서 우라

늄의 검출 빈도가 높으며 우라늄 농도가 (Median=3.9 ug/L) 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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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화강암류 지역 지하수가 퇴적암이나 변성암 지역 지하수에 비하여 자연방사성물질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외국의 지하수 중 방사성물질에 관한 연구사례와도 일치하는 것으

로, 이는 산성화성암에서 방사성광물이 상 적으로 높게 함유되는 지질학적 현상과 관련되기 

때문이다21).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 지점 중 화강암 지질이 9개 지점으로 표본수가 적기 때문

에 전체 화강암지질을 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점에 한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Table 22. Statistics of U, pH, EC and cations and anions values by geologies (unit : mg/L)

Statistics pH
EC

(㎲/cm)
F NO3-N Cl- SO4

2- Na+ K+ Ca2+ Mg2+ U 

(ug/L)

Granite

(n=9)

Min 6.8 48.7 0.00 1.0 3.4 3 1.187 0.671 1.407 0.616 0.0

Q1 6.9 180.5 0.00 1.3 4.9 3 6.444 1.192 7.791 1.774 2.6

Median 6.9 183.4 0.00 1.4 6.1 3 8.348 1.251 8.679 2.784 3.9

Q3 6.9 220.1 0.22 7.0 11.1 7 9.298 1.520 12.990 2.852 4.8

Max 7.6 225.2 0.46 7.2 11.8 7 9.581 2.395 13.070 2.895 19.5

Metham

orphic

(n=16)

Min 5.5 15.6 0.00 0.1 1.6 0.3 0.699 0.232 1.058 0.019 0.0

Q1 6.6 71.0 0.00 1.3 5.0 3.0 2.490 1.368 2.319 1.279 0.0

Median 6.8 193.5 0.00 1.9 9.9 5.5 6.649 2.330 7.765 2.079 0.1

Q3 7.5 295.2 0.23 5.6 20.8 14.0 9.636 5.863 17.920 5.066 6.0

Max 7.9 453.7 0.56 10.3 83.0 42.0 21.880 20.660 33.820 16.340 27.2

Sedimen

tary

(n=30)

Min 6.1 46.4 0.00 0.2 2.6 0.0 1.937 0.407 0.638 0.536 0.0

Q1 6.6 136.8 0.00 1.2 6.3 4.0 6.100 0.717 5.576 2.083 0.1

Median 7.0 215.8 0.00 2.3 10.8 9.5 7.879 0.958 10.845 3.614 0.8

Q3 7.7 260.6 0.17 5.2 14.2 15.8 11.013 2.109 17.323 4.331 7.3

Max 8.2 807.7 1.51 33.1 47.0 132.0 22.100 8.396 37.800 20.04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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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ox-whisker plots of elements by geologies.

  
0

5

10

15

20

25

30

Granite Metamorphic Sedimentary

co
n(
ug

/L
)

Uranium

Max Mean Min
0.0

200.0

400.0

600.0

800.0

Granite Metamorphic Sedimentary

μs
/c

m

EC

Fig. 8. Box-whisker plots of Uranium, EC by geologies.



66 ∥ 연구조사분야

3.5 처리공정 별 우라늄 처리효율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 음이온교환수지, 정 여과, 역삼투압 공정에 하여 우라늄의 유입수 

농도는 약 20 ~ 130 ug/L로 회분식 실험을 하 으며, 현장에서 시료를 채수한 시료를 사용하

으며, 우라늄의 유입수 농도는 조제하여 사용하 다.

3.5.1 활성탄(Activated Carbon)

본 실험은 원수 80 L를 각각의 처리공정을 거친 회분식 실험을 실시하 는데 활성탄의 처리

공정은 매 3분마다 처리수를 채취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활성탄 공정을 거친 우라늄 제

거효율을 Fig. 9에 나타내었으며, 활성탄 공정의 우라늄 처리효율은 50 ~ 90%로 양호한 처리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운전시간이 경과하고 우라늄의 유입수 농도 50 ~ 130 ug/L의 

운전조건에서 처리수의 우라늄 농도가 높아져 먹는물 수질기준인 30 ug/L를 초과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먹는물을 위한 정수처리로써 활성탄 공정을 사용하여 

우라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후속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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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Uranium removal efficiency by activated carbon.

3.5.2 음이온교환수지(Anion Exchange Resin)

본 실험은 활성탄 공정과 같은 실험방법으로 실험을 하 으며, 처리효율 실험결과 음이온교

환수지 처리공정의 우라늄 처리효율은 70 ~ 90%이상으로 처리효율이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활성탄공정과 달리 우라늄의 유입수 농도 50 ~ 100 ug/L로 운전한 결과 처리수의 

우라늄 농도가 2.4 ~ 18.4 ug/L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라늄 처리효율 결과를 Fig. 

10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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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Uranium removal efficiency by anion exchange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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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정밀여과 (Micro Filtration)

정 여과의 경우 부분 pre-filter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제거 목적

으로 효율실험을 실시하 으며, 실험방법은 매 3분마다 처리수를 채수하여 분석하 는데, 실험 

결과 Fig. 11에서 볼 수 있듯이 정 여과의 우라늄 처리효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필

터를 교체한 후 효율실험을 실시하 으며, 이에 따른 처리효율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분

석결과 정 여과의 경우 단독으로는 우라늄 처리가 불가능하며 전처리 필터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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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Uranium removal efficiency by micro filtration.

3.5.4 역삼투막 (Reverse Osmosis)

본 연구에서는 원수 10L를 유출시킨 후 처리수의 농도를 분석하 다. 역삼투막은 수중에 존

재하는 우라늄을 거의 모두 제거하고 있으며, 우라늄 처리효율이 99%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처리효율은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유입수의 우라늄 농도에 상관없이 

우라늄의 처리수 농도가 불검출 ~ 0.3 ug/L로 처리효율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원수의 특성에 따라 멤브레인의 Fouling 현상과 유입수 10 L를 처리할 때 생성수 1.5 L를 

공급하고, 그 외의 폐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두되는데 전처리 필터 및 세척 등의 방법으로 운

전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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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Uranium removal efficiency by reverse osm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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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처리공정 처리수 수질 변화

3.6.1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pH, EC)

본 연구에서는 처리공정을 통한 처리수의 수질변화를 살펴보았다. 수소이온농도의 경우 Fig. 

13에서 볼 수 있듯이, 활성탄 공정을 거친 처리수의 수소이온농도가 유입수의 수소이온농도 값

에 상관없이 pH 9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수소이온농도가 높은 활성

탄과 접촉하면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음이온교환수지와 역삼투막 공정의 처리수

는 유입수보다 낮아지고 정 여과막의 경우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처리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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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H changes by pilot plant systems.

각 처리공정을 거친 처리수의 전기전도도의 수질변화는 Fig. 14와 같다. 활성탄, 음이온교환

수지 및 정 여과막의 경우 처리수의 전기전도도 변화는 유입수와 비슷한 값으로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역삼투막 처리공정을 거친 처리수의 전기전도도는 운전 초기에는 20 ㎲/ cm이

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운전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역삼

투막의 처리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과점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역세척 등의 조치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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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C changes by pilot plant systems.

3.6.2 음이온 (F, NO3-N, Cl-, SO4
2-)

처리공정 실험을 실시한 후 음이온 처리수 수질 변화를 Fig. 15 및 Fig. 16에 나타내었다. 역

삼투막의 경우 유입수 농도와 상관없이 처리수의 음이온 농도가 불검출이거나 매우 낮은 농도

로 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산성질소의 경우 음이온교환수지, 역삼투막 및 활성탄공정

에서도 질산성질소가 처리가 되고 있음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다. 반면 그 외의 음이온성분의 

경우 활성탄과 정 여과막의 경우 유입수와 처리수의 농도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음이온교환수지 공정 후 처리수의 경우 불소, 질산성질소와 황산이온은 처리수의 농도가 

감소하 으나, 본 연구에서 음이온교환수지를 Cl-계 강염기성 교환수지를 사용하고 있어 유입

수 염소이온 농도보다 처리수의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산성질소의 경우 역삼투막, 음이온교환수지, 활성탄 공정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불소와 황

산이온의 경우 역삼투막과 음이온교환수지 공정으로 처리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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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F, NO3-N, Cl-, SO4
2- concentration changes by pilot pla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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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양이온 (Na+, K+, Ca2+, Mg2+)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처리공정 실험 후 양이온 분석 결과 역삼투막의 경우 음이온 성분과 마

찬가지로 모든 이온성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이온교환수지와 정 여과막의 경우 처

리수의 농도가 유입수의 농도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활성탄의 경우 Fig. 16에서 

볼 수 있듯이, 칼륨(K+)과 마그네슘(Mg2+)의 경우 처리수의 농도가 유입수의 농도에 비해 높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Fig. 16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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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Na+, K+, Ca2+, Mg2+ concentration changes by pilot pla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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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 지하수 중 우라늄 분석결과 및 처리공정의 처리효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상 55개 지점의 우라늄 농도는 불검출 ~ 27.2 ug/L의 범위 으며, 우라늄과 이온성

분과의 상관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지점의 지질은 화강암 9지점, 변성암 16지점, 퇴적암 30지점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변성암 지질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우라늄이 검출되었지만, 이 중 화강암 지질에서 우라늄의 

검출빈도가 다른 지질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우라늄 처리공정 중 역삼투막의 경우 우라늄 처리효율이 유입수의 농도와 상관없이 99%

이상의 처리효율이 우수하 다. 활성탄 처리공정의 경우 우라늄 처리효율이 50 ~ 90%, 음이온

교환수지의 경우 70 ~ 90%로 양호한 결과를 보 다. 또한 정 여과의 경우 단독으로는 우라늄

의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역삼투막의 경우 처리효율은 우수하지만 원수에 따른 필터의 유지능에 차이가 있어 운전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전처리 필터 등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역삼투막은 멤브레

인 필터 등의 유지비용이 높아 개인 가구 등 소형시스템에 좀 더 비용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음이온교환수지와 활성탄의 경우 우라늄 처리효율은 역삼투막에 비해 낮지만 

처리비용이 저렴하고 운전조작이 간단하므로 연속적으로 처리를 할 경우 처리효율을 좀 더 향

상시켜 사용할 수 있다.

5. 활성탄 공정을 거친 처리수의 경우 수소이온농도가 약 pH 9 정도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 으며, 음이온교환수지의 경우 염소계 강염기형 수지를 사용하여 처리수의 염소이온이 

원수에 비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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