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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활성탄 재질별 방사성 핵종(I-131) 흡착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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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performed by means of several different virgin granular activated carbons (GAC) made of each coal, 
coconut and wood, and the GACs were investigated for an adsorption performance of iodine-131 in a continuous adsorption 
column. Breakthrough behavior was investigated that the breakthrough points of the virgin two coals-, coconut- and 
wood-based GACs were observed as bed volume (BV) 7080, BV 5640, BV 5064 and BV 3192, respectively. The experimental 
results of adsorption capacity (X/M) for iodine-127 showed that two coal- based GACs were highest (208.6 and 139.1 μg/g), 
the coconut-based GAC was intermediate (86.5 μg/g) and the wood-based GAC was lowest (54.5 μg/g). The X/M of the 
coal-based GACs was 2∼4 times higher than the X/M of the coconut-based and wood-based G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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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수중에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은 물을 직접 음용

함으로서 인체 내로 유입되거나 또는 수중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먹이 사슬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요오드(I)는 갑상선 호르몬 성분으로 

인간과 동물에 필수적인 원소이며, 자연 상태에서는 

I-127과 I-129의 동위원소로 이루어져 환경 중에 흔하

게 존재한다. 그러나 I-131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

지 않고,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며, 핵사고시

에 환경 중으로 방출되는 매우 위험한 인공 방사성핵종

으로 1986년 4월 23일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원전 주위

에서 갑상선암 발병의 증가가 확인되었다(Goossens 
등, 1989).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으로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의 폭발로 인해 많은 양의 인공방사성핵종이 

환경중으로 방출되었으며(Ikemoto와 Magara, 2011), 
환경 중으로 방출된 주요 방사성핵종은 Te-132(반감기, 
77 hr),  Te-131(반감기, 24.8 min) 그리고 그들의 딸핵

인 I-131(반감기, 8.05 day), Cs-134(반감기, 2.06 yr), 
Cs-137(반감기, 30 yr)이었으며, 원전 폭발 후에 I-131
이 일본의 먹는물(수돗물)에서 검출되었다(Ikemot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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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oal Coconut Wood

F400 Singi Samchully Pica

Specific surface area (m2/g) 1100 1150 1260 1610

Total pore volume (cm3/g) 0.639 0.655 0.527 1.12

Table 1.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virgin GACs

Magara, 2011). 원전 사고 후 공기 중에 방출된 I-131은 

지표수에 입자, 용존성 및 콜로이드 형태로 존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Kosaka 등, 2012), 물속의 용존성 

I-131은 방사성 요오드 이온(131I-), 요오드 분자(131I2), 
차아요오드산(HO131I), 요오드산염 이온(131IO3

-) 및 유

기성 요오드(R-131I)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분리된다

(Kosaka 등, 2012). 이와 같이 I-131의 존재 형태는 수

질 특성에 따라 다르고, 수중에서 다양한 반응으로 존재 

형태의 변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수처리에서 I-131의 

제거효율은 물속에 존재하는 I-131의 존재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Kosaka 등, 2012). 
정수처리 공정에서 I-131의 제거에 대해 연구한 여러 

연구결과들에서 응집-침전-여과와 같은 재래식 정수처리

공정에서의 I-131의 제거율은 17% 이하로 보고되었으

며(Goossens 등, 1989; Kosaka 등, 2012), 분말활성탄 

및 입상활성탄 흡착에 의해서는 30% 40% 정도의 제

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saka 등, 2012; Tagami와 

Uchida, 2011). 이온형태인 131I-는 응집-침전-여과와 같

은 재래식 정수처리공정에서는 제거가 되지 않았으나

(Morita 등, 2010; Summers 등, 1988), 유기성 요오드

(R-131I)는 분말활성탄 및 입상활성탄 흡착공정에서 제

거가 용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osaka 등, 2012) 따라

서 수중에서의 I-131의 존재 형태가 정수처리 공정에서

의 I-131의 제거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입자성 I-131 
보다는 용존성 I-131의 제거가 어렵고, 용존성 I-131 보
다는 이온성 I-131의 제거가 더욱 어렵다(Jeong 등, 
2014; Kosaka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정수처리 공정 중 입상활성탄(granular 
activated carbon, GAC) 공정에서의 이온성 I-131의 제

거 특성 및 입상활성탄의 재질별 흡착 특성을 평가하여 

향후 방사성 핵종에 의한 상수원수 오염시에 정수장 운

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입상활성탄

본 연구에 사용된 입상활성탄은 모두 신탄을 사용하였

으며, 석탄계는 미국 Calgon사의 F-400 (coal-C)과 국내 

신기화학의 1급(coal-S)을 사용하였으며, 야자계 재질의 

활성탄은 국내 삼천리 화학의 1급 활성탄(coconut-S)을 

사용하였고, 목탄계는 프랑스 Picabiol사의 Pica (wood 
-P)를 사용하였다. Table 1에는 실험에 사용된 입상활성

탄들의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과 총 세공용적

(total pore volume)을 나타내었으며, 목탄계 재질의 활

성탄인 Pica가 가장 큰 총 세공용적과 비표면적을 나타

내었으며, 석탄계 재질의 F400이 가장 낮은 비표면적을 

나타내었고, 야자계 재질의 samchully가 가장 낮은 총 

세공용적을 나타내었다.

2.2. 인공 방사성 핵종(I-131) 시료수 조제

실험에 사용된 요오드계 방사성 물질(I-131)은 낙동

강 하류에 위치한 M 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 중에 함

유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였으며, 실험기간 중 최종 방류

수의 용존 유기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 DOC) 
및 용존성 I-131의 농도는 각각 4.59 8.12 mg/L 및 

0.20 0.76 Bq/L의 범위였다. I-131의 입상활성탄 흡착

제거 실험시에는 최종 방류수를 0.45 μm 멤브레인 필터

로 여과한 여액의 DOC 농도가 정수장의 모래여과 처리

수 수준인 2 3 mg/L의 농도 범위로 조제하기 위해 

Millipore사의 초순수 제조기에서 제조된 초순수와 희석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운전기간 동안 유입수의 I-131
과 DOC의 농도는 각각 0.05 0.28 Bq/L와 2.05 2.99 
mg/L의 범위였으며, pH는 6.8 7.2 범위로 조절하여 실

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연속 흡착컬럼 실험을 위해서 I-131의 방사성 

동위원소인 I-127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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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종 방류수에 함유되어 있는 I-131의 경우는 활성탄 

흡착컬럼으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I-131과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

하며, 자연상태에서 환경 중에 흔하게 존재하는 I-127 
(KI, Wako chemical, Japan)를 급속 모래여과 처리수에 

20 μg/L의 농도로 용해시켜 연속컬럼 흡착실험에 사용

하였다.

2.3. 입상활성탄 흡착컬럼 및 운전

입상활성탄 흡착컬럼은 직경 20 mm의 투명 아크릴 

재질이며, 각각의 아크릴 흡착조에 실험에 사용될 입상

활성탄 신탄들을 60 mL씩 충진한 후 정량펌프로 흡착컬

럼으로 유입되는 유량을 4 mL/min으로 조절하여 공탑 

체류시간(empty bed contact time, EBCT)이 15분이 되

도록 운전하였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유입수조에 

20 μg/L의 농도로 함유된 I-127을 정량펌프를 사용하여 

각각의 활성탄 흡착컬럼의 상부로 공급하였으며, 처리수

는 컬럼의 하부로 유출되는 하향류식으로 운전하였으며, 
역세척은 주 1회 실시하였다. 

Peristaltic pump

Continuous adsorption columns

Influent

Treated water

Fig. 1. Photograph of adsorption column system.

2.4. 분석 조건 

I-131의 분석에는 Canberra사의 HPGe gamma-ray 
spectrometer (GC4018, USA)를 사용하였다. 검출기는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사용하였고, 상대효율은 

40%, 검출기 전압은 3,000 V, 분석시간은 80,000 sec, 
시료는 1 L를 사용하였다. I-131 분석을 위한 방사성물

질 표준선원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 조

제한 10개의 인공 방사성핵종이 혼합되어 있는 인증 표

준물질(CRM, 1 L marinelli beaker)인 약 50,000 Bq/L 

혼합 선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분석 장비의 정성 및 정

량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교정은 주 1회, 
효율 교정은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소 

검출농도는 0.10 Bq/L였다.
I-127의 분석은 Agilent사의 ICP-MS (7900, Agilent, 

USA)를 사용하였고, DOC는 TOC 분석기(Sievers 5310 
C, Sievers,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활성탄의 세

공용적과 비표면적은 활성탄 세공용적 측정기 (AUTO 
SORB-1 MP, Quantachrome, USA)로 측정하였으며, 
활성탄이 표면이 가지는 zeta potential이 0이 되는 pH
를 나타내는 pHzpc는 다양한 pH에서의 zeta potential을 

zeta potential analyzer (ELS-Z, Otsuka electronics, 
Japan)로 측정하여 구하였으며, 활성탄 표면의 산소 

함량은 CHNS-O elemental analyzer (EA 000, Euro 
Vector, Ital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운전기간 증가에 따른 I-131 및 DOC 흡착 제거율 

변화

석탄계(coal-C) 및 야자계 신탄(coconut-S)을 이용하

여 운전기간(bed volume) 증가에 따른 인공 방사성 핵

종인 I-131과 용존 유기탄소(DOC) 흡착 제거율의 변화

를 Fig. 2에 나타내었으며, 운전기간 동안 유입수의 

I-131과 DOC의 농도는 각각 0.05 0.28 Bq/L와 2.05
2.99 mg/L의 범위였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막대그래프는 I-131의 제거

율을, 선 그래프는 DOC의 제거율 나타낸 것으로 운전 

초기(BV 144)에 coal-C와 coconut-S의 I-131과 DOC 
제거율은 각각 100%와 86% 및 79%와 82%로 나타났

으며, BV 5,616에서는 coal-C와 coconut-S의 I-131
과 DOC의 제거율이 각각 100%와 77% 및 74%와 

53%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일수가 약 83일에 해당되

는 BV 11,808에서는 coal-C와 coconut-S의 I-131과 

DOC 제거율은 각각 96%와 59% 및 61%와 40%로 

나타나 석탄계 재질의 GAC가 야자계 재질의 GAC 보
다 I-131과 DOC의 흡착 제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석탄계 재질 GAC의 경우, 야자계나 목

탄계 재질의 GAC에 비해 미세세공(micropore)과 중

간세공(mesopore)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중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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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s of removal efficiencies of I-131 and DOC according to the bed volume for coal- and coconut-based GACs 
(numerical : influent concentration (Bq/L) of I-131). 

Item coal-C coal-S coconut-S wood-P

Oxygen content (%) 4.1 4.3 4.9 10.9

pHzpc (-) 7.0 6.7 6.4 4.1

pHzpc is pH of the isoelectric point (zeta potential = 0)

Table 2. The surface properties of virgin GACs

성 미량유해물질의 흡착 제거에 유리하다(Son 등, 2008; 
2014).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I-131은 수중에 대부분 

음이온 상태로 존재하며(Gäfvert 등, 2002), 석탄계 재

질의 GAC에서 I-131의 제거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재

질의 활성탄에 비하여 음이온 교환능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Fig. 3에는 인공 방사성 핵종인 I-131과 

물리·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방사성 동위원소인 I-127
을 이용하여 이온 형태의 I-127 (127I-)에 대한 활성탄 

재질별 파과 특성을 평가하였다. 

3.2. 활성탄 재질별 I-127 흡착특성 평가

연속 흡착 컬럼 실험을 통한 입상활성탄 재질별로 신

탄들의 I-127의 파과곡선(breakthrough curve)을 Fig. 3
에 나타내었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목탄계 재질의 

신탄(Wood-P)이 bed volume (BV) 3,192에 파과에 도

달하여 가장 빠른 파과특성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야자

계 재질의 신탄(coconut-S)이 BV 5,064에 파과에 도달

하였다. 또한, 석탄계 재질의 신탄인 coal-S와 coal-C의 

경우는 각각 BV 5,640 및 BV 7,080에 파과에 도달하였

다. 결과적으로 석탄계 재질의 신탄들이 가장 늦게 파과

에 도달하여 목탄계나 야자계 재질의 입상활성탄 신탄들

에 비하여 이온 형태의 I-127에 대한 흡착능(이온 교환

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uang (1978)은 활성탄 표면의 산소 함유량이 낮을

수록 활성탄 표면은 ( ) 전하를 띄어 음이온 교환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Table 3에 나타낸바와 같이 여

러 재질의 GAC 표면의 산소 함유량을 원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석탄계 GAC들이 4.1%와 4.3%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목탄계 GAC의 경우는 10.9%
로 석탄계나 야자계 GAC들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

났다. 또한, Siddiqui 등의 연구(1996)에서도 등전점

(isoelectric point)을 나타내는 pH (pHzpc)와 음이온

(BrO3
-)과의 흡착능(이온교환능)을 조사한 결과, pHzpc

값이 클수록 음이온(BrO3
-)에 대한 흡착능이 높은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실험에 사용된 4종의 

GAC에 대해 pHzpc값을 분석한 결과, Table 2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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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reakthrough curves of I-127 for various virgin GACs.

수 있듯이 석탄계 GAC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야자계

와 목탄계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산소 함유량과 

pHzpc 같은 활성탄의 표면화학적 특성이 BrO3
-의 흡착 

제거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I-127에 대한 석탄계, 야자계 및 목탄계 GAC들의 흡

착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의 활성탄들의 I-127의 파

과시점(BVbreakthrough)까지의 유입 및 유출농도를 이용하

여 식 (1)에 나타낸 Freundlich 등온흡착식을 이용하여 

X/M과 Ce를 구하여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고, 이
를 회귀분석하여 k와 1/n을 구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최

대 흡착량(X/M), k 및 1/n과 같은 흡착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X/M = k Ce
1/n                               (1)

   X = the amount of solute adsorbed ( )
   M = the weight of adsorbent (g)
   Ce = the solute equilibrium concentration ( /L)
   k, 1/n = constants characteristic of the system

I-127에 대한 석탄계, 야자계 및 목탄계 GAC들의 최

대 흡착량(X/M)을 비교해보면 석탄계 재질의 GAC가 

각각 139.1 μg/g과 208.6 μ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야자계 GAC가 86.5 μg/g, 목탄계 GAC가 

54.5 μg/g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127 (127I-)과 같은 음



 박홍기 손희종 염훈식 김영진 최진택 류동춘

Item Unit wood-P coconut-S coal-S coal-C

Max. adsorption (X/M) (μg/g) 54.5 86.5 139.1 208.6

k (μg/g)(L/μg)1/n 0.642 1.631 9.288 19.068

1/n (-) 0.9552 1.3742 0.9522 0.8614

Table 3. Adsorption capacity data of I-127 for various virgin GACs

이온성 물질들의 흡착능(이온 교환능)은 석탄계 재질의 

GAC가 야자계 및 목탄계 재질의 GAC에 비해 각각 2.6
3.8배 및 1.6 2.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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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dsorption isotherm of I-127 for various GACs.

Fig. 2에서와 같이 석탄계와 야자계 재질의 GAC를 

이용한 131I-의 운전기간 경과에 따른 단순 흡착 제거율 

비교에서도 석탄계 재질의 GAC가 더욱 효과적인 제거

율을 나타낸 것과 같이 인공 방사성 핵종인 131I-과 물리·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인공 방사성 핵종인 127I-에 대해 

석탄계 재질의 GAC가 야자계나 목탄계 재질의 GAC에 

비해 2 4배 정도 높은 이온 교환능을 나타내어 131I-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입상활성탄 흡착공정에서 활성탄 재질별 인공 방사성 

핵종인 I-131의 흡착 제거능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입상활성탄 재질별로 인공 방사성 핵종인 I-131에 

대한 흡착 제거능을 평가한 결과, 석탄계 재질의 입상활

성탄들이 야자계와 목탄계 재질에 비해 흡착 제거능이 

우수하였다.
2. 입상활성탄 재질별 I-127에 대한 최대 흡착량

(X/M)은 석탄계 재질의 입상활성탄들이 각각 139.1
208.6 μg/g, 야자계와 목탄계 입상활성탄이 각각 86.5 μ
g/g 및 54.5 μg/g으로 나타나 석탄계 재질의 입사활성탄

들이 야자계나 목탄계 재질의 입상활성탄에 비해 I-127
에 대한 최대 흡착량 약 2 4배 정도 높았다. 

3. 석탄계 재질 입상활성탄 표면의 관능기들이 야자계

나 목탄계 재질에 비해 더 큰 ( ) 전하값을 가지기 때문

에 I-131에 대한 이온 교환능이 더 커서 석탄계 재질 활

성탄의 흡착 제거율이 다른 재질의 활성탄에 비해 더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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