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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활성탄(PAC)+막여과(MF) 조합공정에서 PAC의 향 평가

Assesment of Powdered Activated Carbon Effect on PAC+MF Hybrid Membrane
Process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aste & odor removal and transmembrane pressure changes in a

pilot membrane plant(500 /day) by adding PAC to MF process, and at providing a basis for applying it to the advanced water

treatment process. 

The transmembrane pressure showed, in low turbidity of raw water, a tendency to decrease when PAC was injected at the

Flux of 1, 1.5 / d, while it increased in high Flux(1.5 / d) in high turbidity of raw water. in addtion, it is shown that the

fouling could be reduced more when PAC is injected together with appropriate amount of coagulant, than when PAC is solely

injected. Taste & Odor-causing 2-MIB may not be detected in membrane filtered water, if the amount of PAC injection is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ing concentration of 2-MIB. Hence, PAC injection, as a pre-treatment process in MF

membrane filtering, is supposed to be a suitable process for reducing fouling as well as for improvement effectiveness of taste

& odo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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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상수도 시설이 도입된 지 거의 100
년이 되었으며, 이기간 동안 지금의 연간 약 60억㎥의 수돗
물을90%가넘는인구에게공급하게된것은실로경이적인
성과라할수있다. 반면, 인구의도시집중화및산업구조의
변화, 호수의부 양화등으로수질오염이가속화되면서수

돗물의신뢰도는더욱더하락하고있는실정으로수돗물직
접급수 인구는 몇 년째 1%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돗물 품질개선과 신뢰회복을 위하여 국내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공정을 지속적으로 도입 중에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1990년대 이후 낙동강 수계에서 일련
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수질문제가 사회적 이슈
화로 대두되어, 1994년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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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수립한“수질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원수수질이 좋
지 않은 전국 주요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21개 정수장에 Ⅰ
단계고도정수처리시설이설치되었다. 이시기에도입된고
도정수처리공정의 주목적은 소독부산물, 미량유기오염물질
제거 등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이
후, 2004년 정부는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니즈반 과 불신
을해소하기위해수돗물의맛·냄새제거등미량유기물질
제거를 주목적으로 전국 24개 정수장에 Ⅱ단계 고도정수처
리시설도입계획을수립한바있다. 
수돗물에서의 맛·냄새는 국내외 수도사업자에게 중요한

문제로대두되고있으며,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오존
산화, 활성탄흡착공정이 주로 연구되고 실공정에 도입되고
있는실정이다. 막여과공정은소요부지의최소화및시설의
자동화 등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고도정수처리로서의
연구및실험자료의축적은미흡한실정이다. 수질개선측면
에서 RO/NF공정은 고도정수처리공정으로 도입이 가능하
지만, MF/UF 공정 대비 10배 이상의 높은 압력과 낮은 회
수율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져 대규모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매우비경제적이므로막여과를이용한고도정수처리
로서는 MF/UF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MF/UF막의
공경(Pore size)은 일반적으로 0.01~0.1㎛정도 이므로
0.001~0.1㎛정도 크기의 용존성유기물질(DOC)에 대한 제
거는 미흡하므로 분말활성탄(PAC)을 이용한 흡착 등 전처

리공정이필요하다(Hong등,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대청댐을 원수로한 500㎥/일 규모의

막플랜트를설치하여운 하여
MF공정에 분말활성탄(PAC)을 추가함에 따른 맛·냄새

물질 제거 효율 및 막 차압변화 등을 평가하여 막여과 고도
정수처리도입시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목적이있다.

2. 실험장치및방법

막여과 모형플랜트에 유입되는 원수는 대전 대청댐 방류
수를H취수장에서취수펌프를이용하여원수탱크까지이송
하여사용하 다. 막여과장치는설계용량이하루최대500
㎥을 생산하도록 하여 2계열에 각 계열당 2개의 모듈이 장
착되어 있으며, 1계열은 조건 변화없이 flux 1 ㎥/㎡·day
로 고정시켜 운전하 고, 2계열은 flux를 1과 1.5 ㎥/㎡·
day로 변화시켰으며, 전처리로 분말활성탄을 사용하여 운
전하 다. 운전방법은 유량조절밸브에 의한 가압식의 정유
량으로운전하도록하 다. 
막모듈은 공경 0.05㎛의 케이싱수납형 중공사형

(Hollow-fiber type) 정 여과막을 사용하 으며, 막여과
장치는자동운전으로운전데이터가자동으로제어실컴퓨터
로저장되도록구성하 다. 2계열에주입되는분말활성탄은
분말활성탄 접촉조에서 20분 접촉 후 막여과장치로 유입되
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처리 설비로 원수중의 조류나
쓰레기, 토사 등 막을 파손시키거나 막모듈 입구를 폐색 시
킬위험이있는협잡물이나이물질의제거를목적으로스트
레이너를사용하 다. 

항 목 내 용 막여과 장치
막모듈 종류 및 재질 MF/PVDF (Toray)
투과플럭스 1~1.5㎥/㎡ㆍday
막공경 0.05㎛

운전조건
허용압력(kgf/㎠) 최대 3kgf/㎠
허용 pH 1~10 

유효 막여과 면적 (㎡)/본 72㎡
막모듈수 2본/계열
모듈 길이(mm)/외경(mm) 2,160 / 216

Fig. 1. 막여과 모형플랜트 공정도.

Fig. 2.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비.

Table 1. 막여과 장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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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로부터 맛·냄새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분말활성탄
(PAC ; Powdered Activated Carbon) 처리공정과막여과
공정과의효율적인연계를위하여막여과장치전단에분말
활성탄 접촉조를 설치하 다. 분말활성탄 접촉조는 투명아
크릴재질의장방형구조로규격은W 150 ㎝×L 220 ㎝, H
100 ㎝ 로 충분한 체류시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20 ㎝ 간격
으로Baffle을설치하 다. 유입유량은8.3~8.4 ㎥/hr(최대
10 ㎥/hr)의 유량범위에서 유량측정이 정확하고, 조절이 용
이한유량계를선정하 으며유입전단에밸브를설치, 밸브
를조절하여유량조절이가능한구조로하 으며, 교반기와
임펠러를이용하여적정한혼화후균등한조내유입이가능
하도록유입부혼화장치및정류판을설치하 다. 
실험에 이용된 분말활성탄은 국산 석탄계를 이용하 으

며, 각 농도별로 분말활성탄 접촉조에 주입하여 약 20분간
접촉 후 유출수를 채수 분석하여 분말활성탄 주입에 의한
맛·냄새물질감소특성을평가하 다. 

3. 실험결과및고찰

3.1 분말활성탄 주입에 따른 막차압 변화
1계열 막여과장치는 flux를 1 ㎥/㎡·day로 고정시키고

전처리 없이 운전한 반면에 2계열은 flux를 1㎥/㎡·day,
1.5 ㎥/㎡·day에서 전처리로 분말활성탄을 사용하여 운전

하 다. 1계열은 초기 0.5 kgf/㎠에서 원수 수온이 증가함
에 따라 0.35 kgf/㎠ 부근까지 감소하 다가 9월말 경부터
급격히상승하기시작하 다. 이기간동안2계열의경우운
시기별로분말활성탄50 mg/L를5차례(1~5차) 주입하 다.
저탁도(1~4NTU)시 flux 1 ㎥/㎡·day에서 막여과플랜

트의 전처리로 분말활성탄 주입시 막차압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9일간 분말활
성탄을 50 ppm 주입해본 결과 차압은 0.9 kgf/㎠에서 0.6
kgf/㎠로0.3 정도감소하 다(Fig. 3) 저탁도시고flux에서
의 향을 살펴보기 위해 flux 1.5㎥/㎡·day로 운전한 기
간인2006년 5월 31일부터6월8일까지약8일간분말활성
탄(50ppm)을 주입하여 실험한 결과 저탁도 시와 마찬가지
로분말활성탄주입시막차압이1.2 kgf/㎠에서1.0 kgf/㎠
으로 0.2정도 감소하 다(Fig. 3). 따라서 저탁도시
(1~4NTU)에는 flux(1, 1.5 ㎥/㎡·day)에서 분말활성탄 주
입시막차압이감소될수있음을알수있다. 이는저탁도에
서는유기물이주요막오염물질로작용함을알수있다. 즉,
분말활성탄 주입에 의하여 막여과 장치로 유입되는 유기물
질의농도가감소하여차압이다소감소한것으로판단되며,
전처리공정으로서의 분말활성탄은 MF공정에서 막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Lim,
2008).
고탁도시flux 1㎥/㎡·day일때분말활성탄에의한 향

Fig. 3. 저탁도 조건에서 분말활성탄 주입에 따른 차압변화
(상: 저flux, 하: 고flux).

Fig. 4. 고탁도 조건에서 분말활성탄 주입에 따른 차압 및 탁도변화.
(상: 차압, 하: 원수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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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살펴보기위해탁도가약20~40 NTU인시기인2006년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4일간 분말활성탄을
50ppm 주입시켜 본 결과 막차압은 약 0.9kgf/㎠에서 0.7
kgf/㎠로 0.2 kgf/㎠정도감소하는경향을보 다(Fig. 4).
반면에 Fig. 4에서볼수있듯이고탁도시(30~40 NTU) 고
flux (1.5 ㎥/㎡·d)로운전하면서8월3일부터8월5일까지
약 2일간 분말활성탄 50 mg/L를 주입하 으나 앞선 저탁
도 조건과는 달리 막차압의 약 1.2에서 1.4 kgf/㎠로 0.2
kgf/㎠정도증가하는경향을나타나냈다. 
이는분말활성탄에의한차압증가보다는고탁도, 고flux

에의한차압증가로판단된다. 즉고탁도조건에서고flux로
운전시분말활성탄이차압감소효과를나타내지못하는것
으로판단된다.
아울러막차압이급상승하는막여과운전말기인 10월 11

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일간 분말활성탄을 주입한 결과
저flux, 저탁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분말활성탄에 의한 차
압감소경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차압이 더욱 급상승하는
경향을보 다(Fig. 5).
결과적으로막여과장치운전시맛·냄새물질제거를위

해 분말활성탄을 주입하 을 때, 저탁도(1~4 NTU)에는
저·고flux(1, 1.5㎥/㎡·day)에서분말활성탄전처리로막
차압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고탁도시 고 flux(1.5㎥/㎡·
day)로 운전하거나 막운전 말기 막차압이 급상승하는 시점
에서분말활성탄을주입할경우막차압이급상승하는경향
을보임에따라이시기에분말활성탄주입은어려울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Fig. 6은 분말활성탄 및 응집제 주입농도에 대한 막

여과공정의효율향상을평가하기위하여실시한flux 테스
트결과이다. flux 테스트에사용된모듈은모형플랜트에설
치되어운 중인막모듈과동일한재질과형태의실험용막
(Toray, 0.003㎡) 으로 정압운전을 실시하여 Flux 감소량
을측정하 다. 
분말활성탄을 주입했을 경우 원수에 비해 Flux 감소율이

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결과는실공정에분말활성
탄이주입될경우유기물이흡착제거됨으로서유기물로인
한막오염이감소되어차압이감소될수있음을증명해주고
있다. 여과시간동안분말활성탄이점점막모듈에축적될경
우차압감소효과가줄어드나, 역세척을실시하면막모듈에
축적된 분말활성탄이 제거되어 다시 차압이 회복됨으로서
전체적으로차압은감소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위의 투과플럭스 테스트 결과와 같이 분말활성탄과 응집

제를같이주입할경우투과플럭스감소율은더욱더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응집제 주입으로 인해 막세공에 부착할 수
있는용존유기물질의제거와형성된플록에의한케이크층
의 비저항 감소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Lahoussine, 1990). 응집제+분말활성탄(PAC) 주입시
응집제 투입량 12ppm까지는 주입량에 비례하여 플럭스 감
소율이 저하되었으나, 16ppm이상 주입시에는 플럭스가 오
히려감소되었으며, 이는압축성이큰플록의형성으로인하
여세공막힘이발생된것으로판단된다.(Ann, 2005)    

3.2 분말활성탄 주입에 따른 맛ㆍ냄새 제거효율 평가
3.2.1 분말활성탄 단독 주입에 따른 맛ㆍ냄새 제거효율 평가

Fig. 7은 맛·냄새 표준물질로서 2-MIB 70ng/L을 조제
하여주입하고분말활성탄을일정량투입하여20분동안접
촉시킨 후, 각각에 대하여 주입률 별로 유출수의 맛·냄새
물질을분석한결과이다. 각분말활성탄투입률에따른유출
수의 농도는 일정한 접촉시간에서 선형적으로 제거되는 특
성을나타내었다. 실제원수를대상으로맛·냄새물질을투
입하여 평가한 결과 50mg/L의 주입률에서 2-MIB는 70%
정도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으며, 10mg/L의 주입률에서는
20%정도의 낮은 제거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70ng/L 이상의고농도맛·냄새물질의유입시분말활성탄
단독공정에 의해서는 처리목표(10ng/L이하)를 달성하기는
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Fig. 5. 저탁도 조건에서 분말활성탄 주입에 따른 차압 변화 (차압 상승시기). Fig. 6. 응집제와 분말활성탄이 막차압변화에 미치는 향(투과율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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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분말활성탄+MF조합공정에서의 맛ㆍ냄새 제거효율 평가

분말활성탄과 막여과 조합공정에서의 맛·냄새 제거효율
실험에 사용된 분말활성탄의 입자 평균 크기는 30.62㎛
고, 0.7~140㎛의크기로분포하고있었다. 분말활성탄입자
의최소Size가 0.7㎛로막모듈의0.05㎛보다훨씬크므로,
미분탄에의한막오염은발생하지않은것으로추측되며막
여과조로유입된분말활성탄도막에의해완전히제거된다.
착수정원수에 2-MIB 표준물질을 120ng/L 정도로투입

한 후 분말활성탄 접촉조 유출수, 막여과 유입 전단에 위치
한 저류조, 막여과 유출수를 각각 채수하여 각 공정별 맛·
냄새 물질의 제거 특성을 평가하 다. 분말활성탄 50,
100mg/L 투입시각공정별맛·냄새물질제거특성을 Fig.
7에 나타내었다. 분말활성탄 50mg/L 주입시 분말활성탄
공정에서 50% 정도 제거되었으며, 막여과 유출수에서는
80%의제거효율을나타냈다. 이것은분말활성탄이막물리
세정시까지 추가적인 접촉시간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
상으로서접촉시간이길어질수록맛·냄새물질의제거효율
은향상되는것을알수있다. 100mg/L의분말활성탄투입
시 분말활성탄 접촉조에서 80%내외의 높은 맛·냄새 물질
제거효율을 나타냈으며, 후속 막여과 처리수에서 검출되지
않는결과를나타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D댐 발전방류수를 원수로 하여 500㎥/일
규모의 분말활성탄(PAC)+정 여과막(MF) 조합공정을 운
전하여도출된결과는다음과같다.

1) 분말활성탄을 주입했을 경우 막차압 변화
저탁도(1~4NTU)에서는 저flux(1㎥/㎡·day)와 고
flux(1.5㎥/㎡·day)에서 분말활성탄 50mg/L를 막여
과 전처리로 주입한 경우 막차압을 감소(△
0.2~0.3kgf/㎠)시켰으나, 고탁도시(20~40NTU)에서

고flux(1.5㎥/㎡·day)로 운전하거나, 막운전 말기 차
압이 급상승하는 시점에서의 분말활성탄 주입시 막차
압이 급상승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이 시기에 분말
활성탄주입은효과적이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2) 응집제+분말활성탄을 주입했을 경우 막차압 변화
분말활성탄(50mg/L) 주입과 병행하여 응집제를 적정
량(PACl, 8~12mg/L) 주입할경우가분말활성탄단독
주입시보다 flux 감소율이 낮으나, 응집제를 과량
(PACl, 16mg/L) 주입할경우 flux 감소율이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막전처리공정으로 분말활성탄과
응집제를병행하여주입할경우적절한양의응집제를
주입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3) 분말활성탄을 주입에 따른 맛·냄새 제거 효율
원수 내 고농도 2-MIB(120ng/L)에서 분말활성탄
50mg/L를주입할경우분말활성탄공정에서약50%
가 제거되었으며, 막여과 처리수에서의 농도는
25ng/L로 나타나, 막여과 공정에서 30%의 추가 제거
효율을얻을수있었다. 또한, 분말활성탄100mg /L를
주입할경우분말활성탄공정에서 80%정도제거되었
으며, 막여과처리수에서는검출되지않았다.

따라서, flux 1㎥/㎡·day로 운전할 경우, 저농도의 맛·
냄새 발생시에는 막여과 전처리공정으로써 분말활성탄
50mg/L를 주입하고, 고농도의 맛·냄새 발생시에는 분말
활성탄주입률을100mg/L로할경우대처가가능할것으로
판단된다.  

Fig. 7. 분말활성탄 단독 주입에 따른 2-MIB 제거효율 평가. Fig. 8. 분말활성탄+MF조합공정에서의 2-MIB 제거효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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