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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Various kinds of micro organic pollutants have frequently been detected from a water system.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part in the drinking water treatment system. And the research about removal process and processing 
efficiency have been being conducted briskly. In this study, the removal efficiency was evaluated using advanced water treatment 
process and nanofiltration process. The removal efficiency of nanofiltration process was very different according to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The molecular weight of cutoff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removal efficiency. And 
when pKa value was higher than pH of raw water or Log Kow value was below 2, the removal efficiency of material was decreased. 
In case of oxidation reaction, the bigger the molecular weight of material was and the more hydrophobic a material was, the less 
oxidation reaction occurred. And the removal efficiency was decreased. Most unoxidized materials were removed by absorption. 
And the more actively oxidation reaction occurred by H2O2, the more absorption reaction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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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수계에서 검출되는 미량유해물질의 빈도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수처리시스템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

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제거공정과 처리효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도처리공정과 나노여

과공정을 이용한 제거효율을 평가하였다. 나노여과공정의 경우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제거율이 상이하게 나타났

다. 물질의 분획분자량이 제거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원수의 pH보다 높은 pKa 값을 갖거나 

Log Kow 값이 2 이하인 물질의 제거효율이 감소되었다. 고도처리공정 중 산화공정에서는 대상물질의 분자량이 클수록 그리

고 소수성을 띌수록 산화반응에 의한 제거효율이 감소되었다. 흡착공정에서는 산화되지 않은 대부분의 물질이 제거되었으며 

H2O2에 의하여 산화가 더 잘 진행될수록 흡착반응이 향상되었다.
주제어 : 고도처리, 나노여과, 미량유해물질, 오존, 입상활성탄

1. 서 론

급속하게 진행 중인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유해 오염물질들이 다양화되고 그 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적으로 취수원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수 중에서 내분비계교란물질(endocrine disrupting com-
pounds, EDCs), 의약물질(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PhACs), 신규우려물질(contaminants of emerging 
concerns, CECs), 개인관리용품(personal care products, PCPs)
과 같은 미량유해물질의 검출이 보고되고 있으며 물질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다. 미량유해물질은 ug/L, 
ng/L 단위의 미량으로도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

로 차세대 정수처리 시스템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

분들이다. 응집/침전/모래여과와 같은 기존 정수처리공정, 
오존/활성탄과 같은 고도처리시스템 및 막여과 공정(정밀

여과/한외여과)에서의 제거율 및 제거 메카니즘에 조사가 필

요한 실정이다. 
농약류, 합성세제, 색도 유발물질, 의약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의 난분해성 오염물질은 염소나 오존을 이용해

서 효과적으로 산화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1,2) 산화효

율 증진을 위해 과다한 염소의 투입은 트리할로메탄과 같

은 소독부산물을 과다하게 생성시키며 과다한 오존투입의 

경우도 비경제적이다. 또한, 의약물질은 특정한 생리작용을 

유지하기 위해 물에 잘 용해되지만 생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수처리공정

만으로는 제거하기가 힘들다.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

지는 의약물질들을 원수에 주입한 후 응집과 활성탄 흡착, 
오존처리를 통해서 제거를 하였을 경우, 응집과 활성탄 흡

착으로는 산성의약물질들의 제거율이 현저히 낮고 오존에 

의해서도 일부 의약물질은 분해가 잘되지 않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3,4)

일반적으로 나노여과 공정에서 미량유해물질의 제거효율

은 M.W (Molecular weight), log Kow, Dipole moment, 
Structure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분자량이 큰 것이 일

반적으로 제거효율이 증가되지만 결합된 구조에 따라 제거

효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물질이 소수성을 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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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전하를 띌수록 제거효율이 달라진다. 즉 하나의 물질에 

서로 다른 물리, 화학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특성만을 통하여 제거효율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5~8) 
200 Da 내외의 분자량을 갖는 미량유해유기물질을 기존

의 재래식 공정에서는 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 나노막여과

(nanofiltration, NF)은 역삼투막여과(reverse osmosis, RO)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막투과 유속을 유지할 수 있고, 내
분비계 장애물질 및 의약물질 등과 같은 저분자량 유해유

기물질의 제거에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최근 NF 및 UF막

을 사용한 물질제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10)

본 연구에서는 고도처리공정과 나노여과공정을 이용한 

미량유해물질 16종의 제거효율을 검토하고 물질 특성에 따

른 제거 특성과 영향인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량 

유해물질의 경우, 수중에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물질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질특성에 따라 제거 기작이 다르며 또한, 효율적인 제거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정별 다양한 물질

의 제거능을 확인하여 해당물질 발생시 물질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공정선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물질의 복

수 출현 시 효율적인 운영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도처

리를 이용한 미량유해물질의 제거평가는 현재 고도처리시

설이 도입되어 있는 정수장의 사고 발생시 대응 및 나노여

과의 경우 추후 정수시설 도입여부에 대한 지표로 활용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미량유해물질 16종

본 연구에서 선정한 미량유해물질 16종은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에 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성의 물질을 선정하였다. 약 150~360의 Molecular Weight 
(M.W)을 가지며 옥탄올/물 분배계수(log Kow)와 pKa값이 

다른 물질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 및 국외의 하천 등에서 

출현이 되었던 물질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물리

화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나노여과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사용된 나노여과막(NE4040- 

90)의 분획분자량(molecular weight cut off, MWCO)가 약 

200 Da 으로 입자 크기에 따른 분류와 화학적 특성과의 상

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고도처리공정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산화 및 흡착에서의 입자 크기 및 화학적 특성에 따른 처

리효율을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Log Kow가 2 이하일 경우 친수성(hydrophilic) 

물질로 분류하며 친수막에 대하여 흡착제거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수성(hydrophobic) 물질은 친수막과 

전하반발력에 의한 제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pKa의 경우 원수의 pH에 따라 물질의 해리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거율에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Table 1. Physical chemical properties of micro organic pollutants

Compounds
Molecular 

weight
(g/mole)

Log 
Kow

pKa Use

Acetaminophen 151.16 0.46 9.38 Analgesic

Phenacetin 179.22 1.58 14.98 Pharmaceutical

Carbendazim 191.19 1.52 4.2 Pesticides

Caffein 194.19 -0.07 10.4 Stimulant

Simazine 201.66 2.18 1.62 Pesticides

Neocuproine 208.26 3.39 - Pharmaceutical

Carbamazepine 236.27 2.45 0.37 Analgestic

Sulfamethoxazole 253.28 0.89 5.5 Antibiotic

Ketoprofen 254.28 3.12 4.45 Analgesic

Pentoxifylline 278.31 0.29 0.97 Blood viscosity control

Metolachlor 283.79 3.13 -1.34 Pesticides

Iprobenfos (Kitazine) 288.34 3.34 -8.2 Pesticides

Isoprothiolane 290.40 2.88 -7 Pesticides

Tebuconazole 307.82 3.7 2.3 Pesticides

Hexaconazole 314.21 3.9 2.3 Pesticides

Bezafibrate 361.82 4.25 3.6 Pharmaceutical

Table 2. Feed water properties

Parameters Kum River Nakdong River Han River

Temperature (˚C) 19.8±2.7 28.8±1.0 20.3±2.4

pH 7.66±0.31 7.42±0.29 7.38±0.23

Turbidity (NTU) 2.50±2.29 8.89±4.12 9.20±8.50

Conductivity (µS/cm) 133.1±15.4 205.0±15.3 142.0±20.0

Dissolved organic 
carbon (mg/L)

1.41±0.15 2.63±0.24 2.66±0.61

2.2. 원수성상

연구에 사용된 원수는 금강, 낙동강, 한강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Table 2는 각 수계별 원수성상을 나타낸 것이다.

2.3. 표준용액 조제 및 시료 전처리

전처리 방법은 컬럼스위칭 방식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시

료 농축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시료가 농축 컬럼을 거치면

서 폐기되고 분석성분은 농축 컬럼에 흡착된 상태에서 컬럼 

스위칭이 이뤄지면서 용리액에 의해 용출된 분석성분 전량

이 분리 컬럼을 거쳐 분석기기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적은 

양의 시료를 가지고 전량주입하게 되어 높은 회수율 및 분

석감도를 기대할 수 있다.
잔류농약 분석용으로 메탄올, 개미산, 아세토니트릴을 사

용하였으며 최초 100 µg/mL의 표준원액을 메탄올을 기본

용매로 혼합, 희석하였으며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였다. 
표준물질 원액을 단계적으로 4단계 이상 희석하여 진행하

였으며 검량곡선 작성용 표준용액은 최종 농도 10~1,000 
ng/L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시료채취는 통상적인 유기물질 

분석에 따랐으며 시료는 4℃ 암소에서 냉장 보관하여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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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여과하고 15일 안에 분석하였다. 온라인 시료 농축 장

치(Equan Max; Thermo, USA)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
량분석장치(Accella UPLC-Orbitrap Exactive; Thermo, USA)
를 통하여 전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2.4. 시료분석

온라인 주입에 사용한 시스템은 컬럼 스위칭방식에 의해 

가동되는 Equan Max (Thermo, USA)이며, 1~20 mL까지 주

입 가능한 장치로서 본 연구의 대상 유해물질인 미량유해

물질의 관리수준을 ng/L에서 ug/L 범위 사이로 가정하였을 

때 분석장비의 감도와 전처리의 농축 배율을 고려하여 1 
mL 주입을 기본 처리양으로 설정하였다. 농축컬럼은 시료

의 성상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물시료에 

가장 적합한 Hypersil GOLD aQ (20 mm)로 분석성분의 분

리컬럼은 Hypersil GOLD C18 (50 mm)로 사용하였다. 온
라인 농축 및 성분 분리를 위한 LC (Equan Max) 조건은 

Table 3과 같다.
기기분석은 전자분무방식(Electrospray)을 적용한 Orbitrap 

Exactive (Thermo, USA)를 이용하여 분해능 50,000과 full 
scan 질량범위는 100~600에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의 정

확도를 판단하는 측정질량 정확도(mass accuracy)는 백만 

단위 스케일로 계산한 mg/L 단위를 적용하여 0.3~0.4 mg/L
으로 일주일 단위로 장비를 교정하였으며 물질확인은 5 
mg/L 이내에서 실시하였다. 정성 및 정량에 사용하는 s/w
는 TOXID 1.0(정성), Xcalibur 2.0(정량), Exact Finder 1.0
(정성,정량 및 미지물질 동정) 등을 목적에 따라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검출성분의 신속확인은 TOXID를 사용하

여 분석 종료 10여분 이내에 대상 물질의 존재여부를 질량 

정확도 5 mg/L 이내, adduct는 H, NH4, Na 등 전자분무이

온화 조건에서 가장 쉽게 형성되는 형태의 이온 조건을 모

두 확인하였다. 기기 분석 조건을 다음 Table 4와 같다.
기기분석 후 생성데이터의 확인은 대상물질의 원소 구성 

정보(elemental composition)를 엑셀에서 목록화하여 정성 

Table 3. Operating condition of liquid chromatograph and con-
centrate

Pump1 Pump2

Column
Hypersil GOLD C18

(50 mm)
Column

Hypersil GOLD aQ
(20 mm)

Time A% B% µL/min Time A% B% µL/min

0.00 98 2 230 0.00 98 2 1,000

1.00 98 2 230 1.01 98 2 1,000

3.00 2 98 230 1.20 98 2 100

7.00 2 98 230 8.00 98 2 100

7.01 98 2 230 10.00 98 2 1,000

10.00 98 2 230 - - - -

Mobile 
phase

A : 0.1% formic acid 
water

B : acetonitrile

Mobile 
phase

A : 0.1% formic acid 
water

B : acetonitrile

Table 4. Operating condition of orbitrap exactive

Instrument Orbitrap exactive (Thermo, CA)

Scan range 100~900

Resolution 50,000

Polarity positive

Run time 10 min

Ionization source Electrospray

Spray voltage 4,000 V

Capillary temp. 340℃

Capillary voltage 37 V

Tube lens voltage 85 V

Skimmer voltage 22 V

S/W인 TOXID를 구동하여 정성(identification)하고 정량은 

Xcalibur의 quan browser에서 각각 진행하였다. TOXID는 

대상물질의 원소 조성 정보만 이용하여 원하는 질량 정확도

에서 시료내 존재여부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인물질의 1
차 정성을 정확히 할 수 있다.

2.5. 나노여과 pilot plant

나노여과 실험은 S정수장에 설치된 333 m3/일의 규모의 

90% 회수율을 갖는 나노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진행하였

다. 연구에 사용된 막(NE90, Woongjin Chemical, Korea)은 

Polyamide 재질의 Thin-Film Composite (TFC) 타입으로 막

표면의 전하는 negative한 특성을 갖고 있다. 유효면적 7.9 
m2인 막모듈 78개/14벳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수장 원수

를 가압식 정밀여과로 처리하여 나노여과의 원수로 사용하

였다. 실험은 나노여과 원수에 정량펌프를 이용하여 stock 
solution을 주입하였으며 약품주입 후 90분간 여과하여 샘

플링 하였다. 정밀여과, 나노여과 제원은 Table 5와 6에 나타

내었으며 나노여과의 공정도 및 운전조건은 Fig. 1과 Table 7
에 나타내었다.

Table 5. MF membrane properties

Parameters Characteristics

Company Woongjin Chemical

Membrane type HFTS 7090

Module type Hollow fiber

Material PVDF

Filtration type Out-In pressure

Effective membrane area 60 (m2/module)

Pore size 0.05 µm
Max. turbidity 0.05 NTU

Mode Dead-end / Cross flow

Max. pressure 42.67 psi

Temperature 1~40℃

Flow rate  21.2~120 m3/day

pH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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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Operation of NF system with 90% of recovery

Parameters
Flow rate (m3/day) Recovery

(%)
Flux

(m3/m2
･day)

Configuration
Raw Concentrate Permeate

Stage Operating state 333 33.5 300 90 04865 78 modules/14 vessels (11:3)

First Normal 333 67 266 80 0.5141 66 modules/11 vessels (7:4)

Second Normal 67 33.5 33.5 50 0.3550 12 modules/3 vessels (2:1)

Remark

◦ Crossflow mode
◦ Recovery calculation (%) = (Permeate flow rate / Raw water flow rate)×100
◦ Minimum flow rate of concentrate: 0.7 m3/h (16.8 m3/day) above
◦ Average membrane flux: 0.75 m3/m2

･day below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NF system (Recovery 90 %).

Table 6. NF membrane properties

Material NE 4040-90/PA(Polyamide)

Membrane type Thin-film composite

Element configuration Spiral-wound I.D. 4 inch×L 40 inch

Effective membrane area 7.9 (m2/module)

Surface charge Negative

Max. pressure 600 psi (4.14 MPa)

Max. temperature 45℃

Permeate flow rate 1,600 GPD (6.0 m3/day)

Max. NaCl rejection 93% (KWWA*)

pH range 3~10

Max. Turbidity 1 NTU

Max. SDI (15 min) 5

Max. chlorine concentration 0.1 mg/L

* KWWA: Korea Water & Wastewater Works Association

2.6. 고도처리 Pilot Plant

고도처리 실험은 이동식 모형플랜트를 이용하여 오존, 과
산화수소, 활성탄의 처리 효율을 평가하였다. 고도처리 이

동식 모형플랜트의 모식도는 Fig. 2와 같다. G정수장으로 이

동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원수를 정밀여과로 처리하여 

오존, 오존/과산화수소, 활성탄 공정의 원수로 사용하였으

며 전오존의 경우 원수를 오존접촉조로 유입하여 평가하였

다. 고도처리 공정은 25 m3/day 용량으로 설계하였으며 오

존 접촉조(체류시간 14 min)와 활성탄 칼럼(Norit, 석탄계, 
EBCT 15 min)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설계인자는 Table 
8과 같다. 연구에 사용한 활성탄은 약 1,000 h 정도 사용된 

신탄을 사용하였다. 또한 오존과 오존/관산화수소 주입의 

효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과산화수소 주입률은 오존 주입률 

대비 0.5 (O3 : H2O2 = 1 : 0.5)로 설계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나노여과 공정

S정수장 나노여과 모형플랜트에 의한 미량유기물질의 제

거효율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원수로는 S정수장으로 유

입되는 원수를 정밀여과 처리한 물을 사용하였다. 유입유량



583J. Kor. Soc. Environ. Eng.

고도처리공정과 나노여과공정에서의 미량유해물질 제거 평가

대한환경공학회지 제36권 제8호 2014년 8월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mobile advanced water treatment system.

Table 8. Operating condition of ozone and granular activated carbon

Operating system

MF – O3/H2O2 - GAC

MF O3/H2O2 GAC

Membrane flux : 1.0 m3/m2
･day O3 3 mg/L + H2O2 1.5 mg/L EBCT : 15 min

Membrane type : Microfiltration Contact reactor : 0.52 m3 Flow direction : Downflow

Module type : Hollow fiber Hydraulic retention time : 14 min Volume : 0.373 m2

Material : PVDF (polyvinylidene fluoride) Feed gas injection : Liquid air Filtration velocity : 12.6 m/h

Effective membrane area : 60 m2/module Contact type :Side stream GAC : Coal

Recovery : 90% Ozone dosage : Max. 3.0 mg/L Height / Effective size / Uniformity coefficient : 
0.65 m/0.9 mm/< 1.9Backwash flowrate : Flux × 1.5 Treatment of discharged ozone : Catalytic

Fig. 3. Feed concentrations and removal efficiencies of various micro organic pollutants with molecular weight.

에 상응하는 미량유해물질 목적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고

농도로 조제한 후 약품펌프로 주입하였다. 원수의 pH는 조

정하지 않았으며, 나노여과 구동 후 90분이 경과된 시점에

서 채수된 물을 분석하였다.
Fig. 3은 원수농도에 따른 물질별 제거율을 나타낸 결과

이다. 분자량 200 g/mol 이하의 물질의 경우 분자량의 크

기가 클수록 제거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제거율은 약 

39.6~83.9%로 낮은 제거율을 보였다. 분자량 분획능을 초과

하는 200 g/mol 이상의 분자량을 가진 물질은 종류와 농도

에 따라 90.6~99.6%의 제거율을 보였다. 이는 물리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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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eed concentrations and removal efficiencies of various micro organic pollutants with pKa.

Fig. 5. Feed concentrations and removal efficiencies of various micro organic pollutants with Log Kow.

자량 분획능에 의한 제거를 비롯하여 화학적 인자에 의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는 위의 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제거율이 떨어

지는 분자량 200 g/mol 이하의 물질을 pKa에 따라 분류한 

값이다. 실험 시 원수의 pH는 약 6.5이며 200 g/mol 이하의 

물질 중 pKa가 원수의 pH보다 낮은 물질인 carbendazim 
(pKa = 4.2)은 약 72.4%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으며 pKa가 

원수의 pH보다 높은 물질인 acetaminophen과 phenacetine
의 경우 제거율이 39.6%와 54.2%로 carbendazim과 비교하

여 더 낮은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carbendazim이 원

수의 pH 보다 낮은 pKa를 가지므로 다른 물질에 비하여 

물질의 해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막의 표면과의 반발

력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Log Kow에 따라 물질별 제거율을 나타낸 결과

이다. 실험에 사용된 NF막은 친수성 막으로 Log Kow가 2 
이하인 친수성 물질(pentoxifylline, sulfamethoxazole)에 대한 

흡착반응과 Log Kow가 2 이상인 소수성 물질(carbamazepine~ 
bezafibrate)에 대한 반발반응이 나타난다. Log Kow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M.W 200 g/mol 이상인 물질의 결

과를 비교하였다. M.W 200 g/mol 이상인 물질 중 Log Kow

가 높은 물질의 경우 낮은 물질에 비하여 제거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소수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

(carbamazepine~bezafibrate)의 경우 M.W가 모두 200 g/mol 
이상인 물질이며 그중 neocuproine는 M.W이 208.26 g/mol
이고 Log Kow가 3.39로 대상 물질 중 분자량이 가장 작은 

물질이다. 하지만 neocuproine의 제거효율은 9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Carbamazepine은 Log Kow가 2.5이며 

M.W가 236.3 g/mol로 neocuproine 보다 M.W는 크지만 Log 
Kow는 작은 물질로 제거효율은 95.1%로 낮게 나타나 Log 
Kow 등과 같은 화학적 인자가 물질의 제거율에 영항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질의 물리적인 제거에 대한 조

건이 유사할 경우 물질의 화학적인 조건이 작용하여 제거

효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고도처리공정 

Fig. 6은 O3 + GAC에 의한 미량유해물질 제거효율을 나타

낸 것이다. 물질별로 O3 처리 시 55~100%, O3 + GAC 처리 

시 73~100%의 제거율을 보였다. O3 처리 시 가장 낮은 제

거율을 보인 물질은 simazine으로 55% 제거율을 보였으며 

O3 + GAC 처리 시에는 91%의 제거율을 보였다. hexaconaz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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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moval efficiencies of various micro organic pollutants by O3 and GAC. 

Fig. 7. Removal efficiencies of various micro organic pollutants by O3/H2O2 and GAC.

은 O3 처리 시 58%, O3 + GAC 처리 시 73%의 제거율을 나

타내었다. acetaminophen, phenacetine, carbendazim, caffein, 
neocuproine, carbamazepine, sulfamethoxazole, pentoxifylline, 
isoprothiolane, bezafibrate 등 10종의 경우 O3, O3 + GAC 처
리 시 높은 제거경향을 보였다. simazine, ketoprofen, meto-
lachlor, iprobenfos, tebuconazole, hexaconazol 등 6종은 O3 
공정과 O3 + GAC 공정에서의 제거율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O3 단독처리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제거율을 보이지만 

O3 + GAC 처리시에는 10종 물질과 비슷한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tebuconazole과 hexaconazole의 경우 O3 + GAC 
처리 시 tebuconazole은 최대 84%, hexaconazole은 최대 

73%의 제거율로 상대적으로 낮은 제거율을 보였다.
Fig. 7은 O3/H2O2 + GAC에 의한 미량유해물질 제거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O3/H2O2 + GAC 평가에서도 16종 물질 중 6

종의 물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거율을 보였다. simazine의 

경우 O3/H2O2 처리 시 63%로 가장 낮은 제거율을 보이며 

O3/H2O2 + GAC 처리 시 약 92%의 제거율을 보였다. H2O2 
주입에 의하여 O3/H2O2 처리 및 O3/H2O2 + GAC 처리 시 제

거율이 상승하였다. metolachlor, iprobenfos, tebuconazole, 
hexaconazole 4종의 경우 O3 + GAC와 O3/H2O2 + GAC 처리 

시에 큰 차이가 없었다. 16종 물질 중 neocuproine의 경우 

검출되지 않았다.
Fig. 8은 Pre-O3에 의한 미량유해물질 제거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Pre-O3 평가에서도 16종 물질 중 동일하게 6종의 

제거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simazine은 61%로 가

장 낮은 제거율이 나타났다. 그 외 제거율이 낮은 5종 물질

은 78~83%로 나타났으며 제거율이 높은 10종의 물질은 

95~100%로 나타났다. 산화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의 경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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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moval efficiencies of various micro organic pollutants by Pre-O3.

Fig. 9. Removal efficiencies of various micro organic pollutants by advanced water treatment process (M.W - Log Kow) ((a) O3, (b) 

O3/H2O2, (c) O3 + GAC, (d) O3/H2O2 + GAC).

은 제거를 위해서 후단에 흡착공정이 필요하다.
Fig. 9는 미량유해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제거 

경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 9(a)는 O3 처리에 따

른 제거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물질의 분자량이 클수록 소

수성을 띌수록 제거효율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분자량이 클수록 소수성을 띌수록 물질의 산화반응이 감소

된다. Fig. 9(b)는 O3/H2O2 처리에 따른 제거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O3 처리와 비교하여 분자량이 크고 소수성을 띄더

라도 산화반응이 진행되어 제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산화

반응 속도가 낮은 일부 물질의 경우 여전히 제거가 되지 않

고 있다. Fig. 9(c)는 O3 + GAC 처리에 따른 제거효율을 나

타낸 것이다. 산화반응 속도가 낮은 물질들이 흡착반응을 

통하여 거의 대부분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O3에 의

하여 선택적으로 산화된 후 산화되지 않은 물질은 GAC에 

대부분 흡착된다. Fig. 9(d)는 O3/H2O2 처리 후 GAC 처리한 

제거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O3 + GAC와 비교하여 산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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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진행될수록 흡착반응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량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

른 나노여과 공정과 고도처리 공정에서의 제거효율을 평가

하였다.

1) 나노여과 공정의 물리 화학적 인자에 따른 평가결과

는 다음과 같다. 물리적인 체거름에 의하여 물질제거 영향

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pKa가 원수의 pH보다 낮을 경우 

물질의 해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막 표면과의 반발력

에 의한 제거효율이 증가되었다. 또한, Log Kow가 상대적

으로 높은 소수성을 띌 경우 막 표면과의 반발력에 의한 제

거효율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2) 고도처리 공정의 오존, 과산화수소, 활성탄 처리공정에 

따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존에 의한 산화의 경우 물

질의 분자량이 클수록 물질이 소수성을 띌수록 산화반응이 

감소되어 제거효율이 감소되었다. 오존/과산화수소 산화의 

경우 분자량이 크고 소수성을 띄더라도 산화반응이 진행되

어 제거되었지만 산화반응 속도가 늦은 일부 물질의 경우 

여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오존에 의하여 산화 후 활성탄 흡

착을 할 경우 산화되지 않은 물질의 대부분이 제거되었지

만 과산화수소에 의하여 산화가 더 잘 진행될 경우 흡착반

응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3) 수계에서 검출 가능한 미량유해물질을 공정에 따른 제

거율을 평가함으로써 추후 해당물질에 대한 적정 공정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량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고도처리 및 나노여과 공정에 대한 최적 운영에 활용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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