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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역삼투막공정을 이용하여 수용액 중 저준위 방사성이온인 세슘과 요오드 이온을 제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역삼투막모듈 두 가지와 그리고 폐모듈 세정한 후 세슘과 요오드 이온에 대한 제거성능을 비
교하였다. 공급수의 농도와 압력을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세 가지 모듈 모두 세슘에 비해 요오드의 제염계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세정한 모듈은 요오드에 대한 제염계수가 1140으로 확인되었다. 대체적으로 실험조건이 고압일
때보다 저압일 때 제염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압조건에 가까운 압력을 갖는 수도수에 직접 모듈을 설치할 경
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었다. 또한 EDTA와 SBS, NaOH, 마이크로버블 등을 사용하여 세정한 막의 제염성능이 세
정 전의 제염성능보다 높아졌으며 저압, 저농도 조건에서 요오드에 대한 회수율이 세정 후에 6.3%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the removal of the low level radioactive ions of Cs and I in water by the 
reverse osmosis (RO) process. The two RO modules produced in domestic region and the waste RO module after the clean-
ing process were selected. Then we compared removal performance of both Cs and I. The experiments are conducted by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feed, the pressure. As a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all three modules are higher I decontami-
nation factor than Cs. And particularly, for the cleaned RO module, its decontamination factor of I was 1140. Since the re-
sults at low pressure condition were better than that at high pressure conditions, the use of the direct installation of RO 
modules on the tap water might be possibl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waste RO module after cleaning process 
using EDTA, SBS and NaOH, increased the decontamination performance better than before cleaning, in particular, the re-
covery ratio after cleaning was 6.3% higher.

Keywords: radioactive ions, Cs(cesium), I(iodine), reverse osmosis process, membrane cleaning, decontamination 
ratio

1. 서  론1)

역삼투란 삼투압 이상의 압력을 가했을 때, 고농도 

용액 중 용매가 저농도 용액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역삼투 원리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해내는 역

삼투 공정은 연속공정이 용이하고 장치가 간단하며, 상

변화가 없어 상온에서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에너지효율이 좋은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역삼투 공정

의 기본원리는 아래 Fig. 1에 나타내었다.

이는 분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질의 특성과 막의 특

성, 압력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정이며, 이러한 장점으

로 해수 담수화, 초순수 제조, 폐수처리 등 많은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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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basic principles of reverse osmosis.

서 성공적으로 산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1-4].

1953년 Reid가 처음으로 역삼투 공정을 제시하였고

[5], 이어서 1964년에 Loeb과 Sourirajan이 표피층이 셀

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된 비대칭막을 제조하였다[6]. 

그 후 계속 발전을 거듭하여 방향족 폴리아마이드 혹은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여 안정한 구조를 갖는 상업용 역

삼투막이 개발되었다. 역삼투막은 막 형태에 따라서, 화

학적 구조에 따라서 크게 대별되고, 막 형태에 따라 비

대칭구조와 복합구조로 구분된다. 화학적 구조에 따라

서는 크게 셀룰로오스계와 비셀룰로오스계로 나뉘고, 

비셀룰로오스계 복합구조를 갖는 역삼투막이 가장 널

리 쓰인다. 가장 초기에 개발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를 소재로 하는 막이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내

오염성, 내열성, 내약품성에서 문제가 있어 소재의 개발 

및 기계적 강도 및 분리 선택성을 높여야 할 숙제를 안

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최근에 들어서는 폴리아마이드

를 활성층으로 갖는 막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셀룰

로오스 아세테이트를 소재로 하는 막에 비해 높은 제거

율과 유량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 문제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교 결합으로 이

루어져 있어 라디칼 반응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7-9].

또 역삼투막을 모듈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평판형, 튜블러형, 중공사형, 플레이트형나권형으로 나

뉜다. 그중 나권형 모듈은 평판형 모듈의 장점을 가지

며 평판형 모듈의 최대 단점인 단위부피당 막 면적을 

개선시킨 형태로 현재 매우 넓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모듈이다[10-16]. 특히 저준위 방사성 이온을 처리

하기 위한 분리막 공정들이 많이 연구되었는데 RO, 

NF, UF, MF를 포함하는 압력으로 유도되는 공정이 가

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었으며, 특히 RO를 기반

으로 하는 대형 설비가 이미 건설, 성공적으로 가동되

고 있다[17]. 하지만 현재 전통적인 방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리막, 전기투석, 막 증류 및 흡착을 적

절하게 혼성해야 하며 막의 소재개발이 중점적으로 보

완돼야 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18].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나 원전사고 등으로 인해 방

사성 이온이 수질에 유출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방사성 

이온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판되고 있

는 나권형 모듈인 14인치 역삼투막 두 가지와 이미 오

염된 폐필터를 세정한 후에 총 세 가지 모듈에 대해 실

험하였으며, 또한, 수도수에 모듈을 직접 설치하여 방사

성 이온을 대상으로 하는 역삼투막 공정의 사용가능여

부를 판단하고자 압력을 달리하여 실험하였다. 폐필터

는 세정용액 제조 후 마이크로버블장치를 사용하여 세

정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정 후의 필터 재이용 가

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시약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

재 시판되는 길이 14인치 역삼투막 나권형 모듈을 이용

하여 방사성이온인 Cs, I에 대한 제거율 및 회수율을 

비교해보았다. 우선 실험을 하기위해 역삼투막 모듈 두 

가지와 그중 한 가지 동 모델의 오염된 폐필터를 세정

하고 총 세 가지의 모듈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재

료 및 시약으로는 14인치 역삼투막 나권형 모듈, 공급

수 제조를 위한 Sodium Iodide (NaI, 99+%, Alfa 

Aesar), Cesium Nitrate (CsNO3, 99.8%, Alfa Aesar)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초순수는 Younglin Instrument

의 AquaMAXTM을 사용하여 제조된 탈이온 증류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오염된 폐필터를 세정하기 위한 세정

제로는 Sodium Hydroxide (NaOH, 98%, OCI), Sodium 

bisulfate (SBS, 95%, Fluka Analytical), Ethylenedia-

minatetraacetic acid (EDTA, 99+%, Sigma-Aldrich)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14인치 나권형 모듈의 제원값은 다

음 Table 1과 같다.

2.2. 막 세정

막 세정을 하기 위해 무기물 및 유기물에 의해 오염

되어 투과성능이 떨어진 폐필터에 대해 세정을 실시하

였다. 사용한 세정용액은 EDTA와 SBS, NaOH를 혼합

하여 제조하였으며, 마이크로 버블러를 설치하여 세정

용액수조에 마이크로버블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 용액



Ions Removal of Contaminated Water with Radioactive Ions by Reverse Osmosis Membrane Process

Membr. J. Vol. 26, No. 5, 2016

403

RO module number [A] [B] [C]

Supplier 1 2 1

RO module length (inch) 14 14

a + 
Cleaning

RO module width (inch) 2.5 2.5

RO membrane active area (cm2) 3391 2714

pH range 2-11 2-11

Using temperature (°C) 5-36 5-38

Purity volume (liters/day) 284 300

Maximum pressure (MPa) 3.31 0.7

Materials Polyamide

Table 1. Properties of RO Membrane Modules Used in 
This Study

Model O2B-750S (O2Bubble, Korea)

Materials All SUS 304/316, teflon

Size 454 × 354 × 340 (mm)

Weight 30 kg

Power Single phase 60 Hz, 0.75 Kw

Microbubble discharge 1.5 Ton/hr

Microbubble size 5 ~ 30 µm

Table 2. Properties of Microbubbler Used in This Study

Fig. 2. Diagram of the cleaning apparatus used in this 
study.

을 오염된 역삼투막 나권형 모듈을 통과하게 하여 세정

이 되게 하였으며, 세정시간은 30 min으로 고정하여 실

시하였다. 마이크로 버블러의 제원은 다음 Table 2와 

같으며, 다음 Fig. 2는 오염된 폐필터를 세정하는 장치

의 모식도이다.

2.3. 방사성 이온 제거실험

공급수로 사용하기 위한 NaI, CsNO3 용액을 10, 50, 

100 ppm으로 각각 제조하고, 막의 전단압력을 2, 4 bar

로 유지시키며 역삼투막 나권형 모듈에 공급해주었다. 

이는 수도수의 압력과 가까운 2 bar에서의 적용 가능성

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세 가지 모듈의 투과성능을 비

교하기 위해 30 min마다 유량을 측정하여 투과도와 회

수율을 산출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투과도(flux, LMH)는 투과량을 막 유효면적과 운전시

간의 곱으로 나눈 것이고, 회수율(recovery ratio, %)은 

막 처리수량을 막 공급수량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

이다. 투과도와 회수율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식 

(1), (2)와 같다.

× 


(1)

  


× (2)

 : 처리수

 : 공급수

안정화 후의 처리수를 채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처리수 내의 이온분석을 위한 장치로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ELAN DRCⅡ, 

Perkin-Elmer)를 사용하였다. 이온분석 된 결과를 토대

로 제염계수를 계산하여 각각의 모듈의 투과성능을 비

교하였다.

3. 결과  고찰

공급수와 처리수의 Cs 이온의 농도를 분석하여 산출

한 제염계수를 비교한 결과를 아래 Fig. 3에 나타내었

다. 제염계수(Decontamination, DF)란, 방사성 폐액 처

리의 과정에 있어서 오염제거 전후의 방사능 농도의 비

이다. 즉, 제염 전과 후의 비로써 제염의 용이성을 뜻하

며, 제염계수가 높을수록 방사성 이온에 대한 제거율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제염계수에 관한 식은 간단히 식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2 bar에서는 [A]모듈과 [C]모듈의 경우에는 제염계수

가 공급액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B]모듈의 경우에는 농도가 높아져도 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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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contamination of the RO membranes in each 
pressure and concentration for cesium.

Fig. 4. Decontamination of the RO membranes in each 
pressure and concentration for iodine.

계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삼투 

공정에 있어서 용질(염)의 투과도는 일반적으로 가해지

는 압력차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막의 상부와 하

부표면에서의 농도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본 실험

에서 농도에 따른 는 2 bar에서 [A]모듈의 경우 1.5, 

4.6, 8.5 ppm으로 증가하며 각각 공급액의 농도와 차이

가 증가하여 제염계수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역삼투 

공정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제염

계수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압력 증가에 따른 투과액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 공급액 10 

ppm에서 가해진 압력 2와 4 bar에 대해서 각각 1.5 

ppm과 1, 2 ppm 그리고 공급액 농도 50 ppm에서는 

4.6과 3.7 ppm을 그리고 공급액 농도 100 ppm에서는 

8.5와 6.4 ppm을 나타내어 일반적인 역삼투 공정 이론

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B]모듈

과 [C]모듈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모듈에 비해 [B]모듈의 제염계수가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같은 역삼투막

이더라도 막을 제조하는 소재 및 공정 등이 다르면 염

제거율 등이 달라지는 이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농도증가에 따른 제염계수 증가가 [C]모듈에서 크

기 때문에 다른 막에 비해 고농도의 Cs 용액을 처리하

기에 알맞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구동조건이 고압에 

비해 저압에서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더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막 세정과정을 거친 [C]모듈의 

경우가 다른 역삼투막 모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제염계

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세정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정 전의 [A]모듈과 달리 세정 후의 [C]

모듈에서 고압에서의 제염계수가 저압에서의 제염계수

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A]모듈에 

비해 막 표면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막 내부의 부하가 

커져 고압구동조건에서 막분리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예상되며, 제염계수는 높지만 절대적인 처리유량이 적

다는 폐필터의 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는 I에 대한 역삼투막 나권형 모듈의 제염계수

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 또한, 앞선 Cs 이온에 대한 결

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농도가 높아질수록 제염

계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Cs 이온에 

대한 제염계수보다 월등히 높은 제염계수를 가지는 것

으로 보아 Cs 이온보다는 I 이온의 제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Cs 이온과 I 이온의 분자량

은 각각 133 g/mol과 126 g/mol을 나타내어 분자크기

에 의한 분리효과라기 보다는 용해도의 차이 때문이라

고 여겨진다. Cs 이온의 용해도가 I 이온의 용해도보다 

낮기 때문에 I 이온에 대한 제염계수가 높다고 예상되

며, I에 대한 제염계수 역시 [C]모듈의 제염계수가 4 

bar일 때보다 2 bar일 때 높은 제염계수를 가지는 것으

로 보아 I 이온에 대한 제거성능 역시, 저압에서 유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Fig. 5는 같은 제조사의 [A]모듈과 세정과정을 

거친 [C]모듈이 2 bar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

한 실험의 결과이다. EDTA와 SBS, NaOH, 마이크로버

블을 사용하여 30 min 동안 세척을 한 [C]모듈의 회수

율을 비교하였는데, 상기 방법과 같은 투과장치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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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covery ratio of RO membranes before cleaning 
and after at 2 bar.

하여 30 min 마다 처리수, 농축수의 유량을 측정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운전한 뒤에 회수율을 측정하였다. 

[A]모듈을 이용한 Cs 이온에 대한 투과실험에서의 회

수율은 공급액농도 10, 50, 100 ppm일 때, 각각 13, 

17.1, 15%로 측정되었고, 세정과정을 거친 [C]모듈을 

이용했을 때에는 20.4, 21.3, 21.5%로 회수율이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모듈을 이용한 I 이온에 

대한 투과실험에서의 회수율 역시 공급액농도 10, 50, 

100 ppm일 때, 17, 17.9, 13.4에서 세정 후, 22.3, 22.7, 

21.9%로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회수율이 증가한 

이유는 동일 압력에서 공급되는 공급수의 유량 차이라

고 사료되는데, [A]모듈에 비해 [C]모듈의 막 표면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압력일지라도 실제 [C]모듈

에 공급되는 공급수가 적기 때문에 회수율이 증가했다

고 예상된다. EDTA, SBS, NaOH, 마이크로버블을 사

용하여 세정한 [C]모듈의 제염계수 뿐만 아니라 회수율

도 높아진 것으로 보아 세정의 효과가 모듈의 투과성능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1) 방사성 이온인 Cs과 I를 사용하여 역삼투막 나권

형모듈의 제염계수를 비교하였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듈 두 제품과, 그중 한 제품의 오염된 모듈을 세정하

여 세 가지 모듈의 투과성능을 비교 실험하였다.

2) 공급수의 농도를 10, 50, 100 ppm으로 달리하고, 

모듈의 전단압력을 2, 4 bar로 변화시켜 실험을 진행하

였다.

3) Cs에 대한 실험결과, 농도가 높아질수록 제염계수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세정과정을 거친 

모듈에서 월등한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저압일 때, 더 

높은 제염계수를 갖는 것을 확인했다.

4) I에 대한 제염계수가 Cs에 비해 모든 조건에서 더 

높은 제염계수 값을 가졌으며, 특히 세정과정을 거친 

모듈에서 저압일 때, 다른 모듈에 비해 월등히 제염계

수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

5) 회수율의 결과, 세정하기 전인 막에 비해 EDTA, 

SBS, NaOH, 마이크로버블로 세정한 막에서 제염계수

와 회수율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막의 세정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구동조건이 고압에 비해 저압일 때 높은 제염계수 

값을 얻기 때문에, 수도수에 직접 모듈을 설치하여 I에 

대한 제염을 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방사성 이온을 제

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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