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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활성탄 재생온도에 따른 정수처리 효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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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Drinking Water Treatment Efficiency according to 
Regeneration Temperatures of Granular Activated Carbon (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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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arried out continuous column test for estimating the regeneration efficiency with regeneration times and 
temperatures. More times regenerated granular activated carbon (GAC) has more ash in the GAC and has less apparent 
density. Two times regenerated GAC (2nd re-GAC) could removed the Trihalomethanes (THMs) in the water for the first two 
week after starting continuous column test, on the other hand five times regenerated GAC (5th re-GAC) did not have 
adsorption capacity. The THMs concentration in the effluent was almost equal or higher than that of influent at the first time of 
continuous column test. 2nd re-GAC showed much more DOC adsorption capacity than 5th re-GAC and the GAC which was 
regenerated with 700 ℃ had highest DOC removal efficiency among the GACs with 600, 700, 800, 900 ℃ regeneration 
temperatures. It is anticipated the cost of GAC regeneration could be saved more 100 million won by reducing the furnace 
temperature of 3rd~4th and 5th~6th about 150 ℃ compared to the current regeneration condition. 

Key words : Granular activated carbon (GAC), Thermal regeneration, Temperature, Efficiency, Drinking water treatment.

1. 서 론1)

강이나 호소와 같은 상수원수 중의 유기성 오염물질 

농도 증가에 따라 국내 정수장들의 정수처리 공정이 기

존의 응집-침전-모래여과 방식의 재래식 정수처리 방법

만으로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오존과 입

상활성탄(granular activated carbon, GAC) 등을 사용

하는 고도 정수처리 방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GAC의 경

우 소수성 유기물질에 대한 흡착능이 뛰어나 유기성 오

염물질에 오염된 상수원수를 처리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수질기준의 강화로 수질기준

을 맞추기 위해서는 활성탄 공정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Roh et al., 2002). 그러나 GAC가 가지는 유기물 흡착

능은 활성탄 공극들이 오염물질들로 포화된 이후에는 수

중의 오염물질들에 대한 제거능을 유지하지 못한다. 따

라서 GAC 공정 운영 초기에는 수중의 유기성 오염물질들

에 대해 80% 이상의 높은 흡착제거능을 보이다가 GAC 

공극에 유기물질들이 점점 포화되어 감에 따라 수중의 유

기성 오염물질들에 대한 흡착제거능은 10~20%까지 저

하된다. 보통 GAC의 흡착능이 파과(breakthrough)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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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nace H-600 D-600 H-700 D-700 H-800 D-800 H-900 D-900

1st ~ 2nd 500 500 500 900

3rd ~ 4th 550 600 650 700 750 780 850 850

5th ~ 6th 600 700 800 900

H : H-DWTP, D : D-DWTP

Table 1. Temperature condition of regeneration furnace (unit : ) 

이후에 제거되는 수중의 유기물질들은 생물분해가 가능

한 유기물질(biodegradable organic matter)들로 GAC

에 부착되어있는 종속영양성 박테리아들에 의해 제거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n et al., 2012). 그러나 미생물

에 의해 제거되는 유기물질들의 양은 GAC 공정으로 유

입되는 양의 10% 20%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GAC 신탄에 흡착 제거되는 양에 비하면 10% 정도이다. 

GAC를 장기간 사용해 GAC 공극들이 유기물질로 포화

되면 GAC 재생을 통하여 GAC 공극들 내에 흡착되어 

있는 유기물질들을 배출시켜 GAC 내의 공극들을 다시 

신탄과 유사하게 확보하여야 한다(Son et al., 2010). 

GAC의 열재생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GAC

를 재생하는데 필요한 재생 온도와 재생 시간 등에 따라

서 재생 효율이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Cannon et 

al., 1993; Waer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정수장에서 사용하여 흡착능이 

모두 소진된 1차 및 4차 재생탄을 이용하여 재생온도 변

화(600 900 )에 따른 흡착능의 변화를 연속 흡착

컬럼 실험을 통하여 수중의 용존 유기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 DOC)와 trihalomethanes (THMs)에 

대해 평가하여 정수장에서 사용 후 흡착능이 완전히 소

진된 GAC의 재생시 가장 적절하며 경제적인 재생조건

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실험방법 및 재료

2.1. 입상활성탄

D-정수장의 4차 재생탄을 3년간 사용한 후 5차 재생

시에 재생온도 조건을 600 (D-600), 700 (D-700), 

800 (D-800) 및 900 (D-900)로 하여 재생한 5차 

재생탄들(D-600 D-900)과 H-정수장의 1차 재생탄을 

3년간 사용한 후 2차 재생시에 재생온도 조건을 600 

(H-600), 700 (H-700), 800 (H-800) 및 900 

(H-900)하여 재생한 2차 재생탄을 본 실험에서 사용하

였다. 실험에 사용한 2차 및 5차 재생탄들은 석탄계 재질

의 활성탄들이다.

2.2. 입상활성탄 재생

D-정수장 내에 설치되어있는 입상활성탄 6단 다단로

(용량 : 6 톤/일)를 이용하여 재생시점에 도달한 D-정수

장의 4차 재생탄 및 H-정수장의 1차 재생탄을 재생하였

다. 다단계 재생로는 24 m3/일의 처리용량으로 6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단로에 투입된 입상활성탄은 로 내에

서 약 35분간의 체류시간을 유지하며 2단, 4단 및 6단의 

온도를 각각 달리하여 상단부에서는 주로 저온에서 활성

탄을 건조시키는 역할을 하며, 하단부에서 고온으로 재

생을 한다. Table 1에는 다단계 재생로의 각 단계의 로

(furnace)에서의 재생온도 조건을 나타내었다. 스팀 주

입량은 활성탄 투입량 대비 1.0 kg/kg, 로 내의 압력은 

5 5 mmAq로 고정하여 운전하였다.

2.3. 재생탄 물성치 실험

실험에 사용된 재생탄들의 회분, 겉보기 비중, 요오드

가(iodine value) 및 MB가(methyleneblue value) 실험

은 환경부 수처리제 기준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회분실

험은 0.5 g의 분쇄한 활성탄을 950 에서 30분간 태운 

후 남은 재의 무게와 초기 활성탄의 무게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겉보기 비중은 100 mL 메스실린더에 활

성탄을 다지면서 충진한 후 단위 부피당 무게를 측정하

였다. 요오드가는 분쇄한 활성탄 0.5 g을 0.1 N 요오드용

액 50 mL에 주입하여 15분간 진탕 후 5분간 원심분리시

켜 활성탄을 분리한 여액을 0.1 N 티오황산나트륨 용액

으로 무색이 될 때까지 주입하면서 적정하여 요오드가 

계산식으로 계산하였다. MB가는 분쇄한 활성탄을 0.2 g

씩 주입한 다수의 비이커에 MB용액(a)를 20 mL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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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씩 증가해 주면서 주입한 후 30분간 진탕기에서 흡

착시키고 난 상등수의 잔류 MB용액(a) 농도가 MB용액

(b) 농도와 같을 때 MB용액(a) 주입량을 이용하여 결정

하였다.  

2.4. 연속 흡착실험

본 실험은 활성탄 재생 후의 흡착능 평가를 위해 재

생 후 입상활성탄의 물리·화학적인 평가 외에도 연속 흡

착실험을 통해서 재생효율을 평가하였다. Narbaitz and 

McEwen(2012)은 활성탄의 재생효을 보다 정밀하게 평

가하기 위해서는 회분식 흡착실험보다는 연속 흡착시험

을 통한 흡착능 평가가 보다 정확한 평가이며, 재생 후에 

재생탄의 요오드가가 높은 회복율을 보였어도 재생효율

을 정확하게 평가하지는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연속 흡착실험에는 지름 75 mm인 원형 아크릴 컬럼

들에 H-600 H-900 재생탄들과 D-600 D-900 재생

탄들을 각각 충진하여 낙동강 원수를 정수처리하는 

pilot-plant (300 m3/day 처리용량)의 급속 모래여과 처

리수를 유입수로 사용하였다. H-600 H-900 재생탄들

이 충진된 연속 흡착컬럼들은 공탑체류시간(empty bed 

contact time, EBCT)을 16분으로 운전하였으며, D-600

Influent water

Treated water

Pump

Fig. 1. Photograph of continuous adsorption column system.

D-900 재생탄들이 충진된 연속 흡착컬럼들은 EBCT

를 13분으로 운전하였다. Fig. 1에는 연속 흡착실험에 사

용된 흡착 컬럼 시스템을 사진으로 나타내었으며, 앞, 뒤

로 총 12개의 흡착 컬럼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펌프를 이

용하여 활성탄 흡착컬럼의 상부 분배조로 유입수를 이송

한 후 상부의 분배조에서 각각의 흡착 컬럼으로 일정한 

유량이 유입되게 조절하였다.  

2.5. 수질분석

연속 흡착컬럼 유입수와 각각의 재생조건에서 재생된 

재생 활성탄들이 충진된 각각의 컬럼들의 처리수들 중의 

DOC와 THMs의 농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재생온도에서 

재생된 재생 활성탄들의 흡착 효율을 평가하였다.

DOC 농도 측정은 시료수를 공극 크기가 0.45 μm인 

멤브레인 여지(Millipore, USA)로 여과한 여액을 총 유

기탄소 농도 측정기(TOC Analyzer, Sievers, USA)로 

분석하였다. 또한, THMs 농도 측정은 headspace (HS) 

전처리 장치(7697A headspace sampler, Agilent, USA)

가 부착된 GC/ECD (7890A, Agilent, USA)를 사용하

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재생탄 물리·화학적 특성

활성탄 재생횟수 및 재생온도에 따른 입상활성탄의 

물성치는 재생횟수가 많았던 D-DWTP에서 사용하였던 

활성탄의 경우 회분 함량이 17% 정도를 유지하였고, 재

생횟수가 2회째인 H-DWTP에서 사용하였던 활성탄의 

경우는 회분 함량이 12% 정도로 나타났다. 회분 함량은 

신탄의 경우는 8% 정도를 나타내며, 활성탄의 재생횟수

가 많아질수록 회분 함량이 높아지며, 이는 활성탄의 세

공에 흡착된 철, 망간, 칼슘 등과 같은 중금속류가 활성탄 

재생시에 고온의 열에 의해 회분 성분으로 전환되어 재

생회수가 증가할수록 회분 함량이 증가한다. 겉보기 비

중의 경우 재생횟수가 많아질수록 낮아지는데 이는 재생

시 고온의 열에 의해 활성탄 세공들의 구조가 부서지면

서 점점 더 큰 세공으로 전환되어 활성탄 내의 총 세공용

적이 증가하여 밀도가 감소되는 것이다. 또한 활성탄의 

흡착능을 평가하는 요오드가나 MB가도 활성탄의 재생 

차수가 증가될수록 활성탄 세공의 구조 붕괴로 인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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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eration temp.
( )

Ash
(%)

Apparent density
(g/mL)

I2 Value
(mg/g)

MB Value
(mL/g)

H D H D H D H D

600 11.8 17.1 0.43 0.40 693 594 160 150

700 11.7 17.4 0.42 0.40 708 607 180 150

800 11.7 17.3 0.42 0.40 713 624 180 150

900 12.6 17.3 0.42 0.40 730 596 180 150

Table 2.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GAC after different regeneration condition

(a) H2nd re-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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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5th re-G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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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x-Min differences of THMs concentrations treated by H2nd and D5th regenerated GACs with different regeneration 
temperatures. 

표면적의 감소, 세공용적의 증가가 유발되어 흡착능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신탄의 요오도가가 1,050 

mg/g 정도이고 MB가가 250 mL/g 이상임에 비하면 재

생활성탄의 요오드가와 MB가는 신탄만큼 회복하기가 

어렵고 또한, 재생횟수가 많아질수록 요오드가 및 MB가

가 낮아 재생회수의 증가에 따라서 활성탄의 흡착능이 

저하된다. 

3.2. 연속 컬럼 흡착실험

3.2.1. THMs 흡착능 평가

유입수 중에 함유된 THMs에 대해 컬럼을 이용한 

연속 흡착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H-DWTP에서 사용 후 재생온도 600 900 에서 

재생한 2차 재생탄들(H2nd re-GAC)과 D-DWTP에서 

사용 후 재생온도 600 900 에서 재생한 5차 재생

탄들(D5th re-GAC)을 각각의 컬럼들에 충진하여 운전한 

결과이며, 처리수 중의 최대 THMs 농도와 최소 THMs 

농도 차이를 Fig. 2 (a)와 (b)에 나타내었다. Fig. 2의 (a)

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기간 동안 유입수 중의 

THMs 농도는 22 36 μg/L였으며, 처리수들의 최대 

THMs 농도와 최소 THMs 농도의 차이는 5 μg/L를 초

과하지 않았다. Fig. 2 (a)와 (b)에는 나타내지는 않았으

나 활성탄 재생온도별 THMs의 흡착특성은 5차 재생탄

(D5th re-GAC)의 경우는 재생 온도가 높을수록 운전 초

기에 THMs의 흡착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 재

생탄(H2nd re-GAC)의 경우는 700 에서 재생한 재생

탄에서 THMs의 흡착능이 뚜렷하게 우수한 결과를 보였

다. 또한, 5차 재생탄(D5th re-GAC)의 경우는 재생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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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2nd re-GAC (6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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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2nd re-GAC (700 oC)

0 20 40 60 80 100 120 140

R
e

m
o

va
l 

e
ff

. 
 (

%
)

0

25

50

75

100

y..=.83.9.exp.(-0.0087.x)

(c) H2nd re-GAC (800 oC)

0 20 40 60 80 100 120 140

R
e

m
o

va
l 

ef
f.

  
(%

)

0

25

50

75

100

y..=.72.5.exp.(-0.0085.x)

(d) H2nd re-GAC (9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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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5th re-GAC (6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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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D5th re-GAC (7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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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5th re-GAC (8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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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D5th re-GAC (9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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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OC removal efficiencies treated by H2nd and D5th regenerated GACs with different regeneration temperatures. 

에 관계없이 운전 초기에 THMs에 대한 breakthrough

가 급격히 진행되어 처리수중으로의 유출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THMs에 대한 흡착 처리능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2차 재생탄(H2nd re-GAC)의 경우는 운전 후 30

일 정도 흡착능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활성탄이 

파과에 도달하였다. 이상의 실험결과에서 재생탄들을 이

용하여 THMs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THMs에 대한 높은 

처리효율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횟수 

증가(1차 3차 재생탄)에 따른 수중의 THMs와 DOC 

흡착능을 평가한 Son et al.의 연구결과(2010)에서는 재생

횟수가 증가할수록 열재생에 따른 미세세공(micropore) 

붕괴에 의한 중간세공(mesopore)과 거대세공(macropore)

의 증가로 인해 THMs와 같은 저분자 유기성 오염물질

들에 대한 흡착능의 급격한 저하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3.2.2. DOC 흡착능 평가

H-DWTP에서 사용 후 재생온도 600 900 에

서 재생한 2차 재생탄들(H2nd re-GAC)과 D-DWTP에

서 사용 후 재생온도 600 900 에서 재생한 5차 재

생탄들(D5th re-GAC)을 충진한 컬럼들을 운전하여 수중

의 DOC 제거효율을 Fig. 3 (a) (h)에 나타내었다.

DOC 흡착능의 경우 2차 재생탄(H2nd re-GAC)들이 

5차 재생탄(D5th re-GAC)들에 비해 운전 초기 2개월 정

도까지는 제거 효율이 높았으며, 파과 경향도 5차 재생

탄(D5th re-GAC)들에 비해 완만하게 나타났다. 그 이후

에는 2차 재생탄(H2nd re-GAC)들과 5차 재생탄(D5th 

re-GAC)들의 DOC 제거율과 파과 경향은 거의 유사하

였다.  

2차 재생탄(H2nd re-GAC)들 중에서는 Fig. 3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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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700 로 재생한 재생탄(H2nd re-GAC (700 ))

의 처리효율이 운전 초기 45일 동안 우수하게 나타났고, 

나머지 600 (H2nd re-GAC (700 )), 800 (H2nd 

re-GAC (800 )) 및 900 (H2nd re-GAC (900 ))

로 재생한 재생탄들의 DOC 처리효율은 거의 유사하였

다. 5차 재생탄들(D5th re-GAC)의 경우도 운전 초기 700 

로 재생한 재생탄(D5th re-GAC (700 ))에서 미미

하나마 상대적으로 우수한 처리효율을 보였으나 그 이후

에는 재생온도에 따른 처리효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2차 재생탄(H2nd re-GAC)들과 5차 재생탄(D5th re-GAC)

들의 재생온도 차이에 따른 연속 컬럼흡착 처리 후 DOC 

농도의 최대 차이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DOC 농도 값의 차이가 적을수록 재생온도 변

화에 따른 DOC 처리효율의 차이가 작아 재생온도 차이

가 재생 후의 DOC 처리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5차 재생탄(D5th re-GAC)이 2차 재생탄

(H2nd re-GAC)에 비해 처리수 DOC 농도 차이가 작아 

재생횟수가 많을수록 재생온도에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화명 2차 재생탄(H2nd re-GAC)은 

활성탄 운영 4개월 정도에서도 DOC 농도의 최대 차이

가 0.1 mg/L  보다 커 재생횟수가 적을수록 재생온도에 

따른 DOC 처리효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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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x-Min differences of DOC concentrations treated 
by H2nd and D5th regenerated GACs with different 
regeneration temperatures. 

이와 같이 재생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DOC 제거율

이 저하되는 원인은 활성탄 재생시 마다 850 의 고온

으로 활성탄을 활성화시켜서 신탄들에 비해 내부의 공극

구조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Moore 등(2001)은 입상활

성탄 신탄에서 미세세공이 중간세공 보다 많았으나 재생

탄에서는 중간세공이 미세세공 보다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입상활성탄의 흡착 및 재생에 따른 공극 변화에 

따른 이러한 원인을 Fig. 5에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파과에 도달하여 재생이 필요한 

GAC를 높은 온도로 수차례 재생하면 초기 신탄에 비해 

미세세공들의 붕괴로 인해 세공용적이 증가한다. 따라서 

THMs와 같은 수중의 저분자량대의 오염물질들은 대부

분이 미세세공에 흡착되기 때문에 재생탄에서의 THMs 

흡착능의 저하는 미세세공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평가

된다. Ebie et al. (2001)은 15 이하의 미세세공이 저

분자 유기 염소계 화합물(수백 Da 이하)에 대해 높은 흡

착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재질

의 활성탄을 이용한 THM 구성종별 흡착능을 평가한 

Son et al. (2005)의 연구에서도 20 이하의 미세세공

이 가장 발달한 야자계 활성탄이 4종의 THM 구성종들

에 대해 가장 높은 흡착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고 있

다. 신탄에 비해 재생탄들에서 증가된 20 100 사이

의 중간세공들은 저분자 화합물들이 미세세공에 용이하

게 흡착되게 해주는 통로 기능을 할 뿐 THM과 같은 저

분자 물질들의 흡착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 의

한 중간세공의 증가는 THM과 같은 저분자 물질들의 흡

착·제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Dąbrowski et al., 

2005). 

따라서, 재생탄에서 신탄과 유사한 공극구조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질을 탈착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로 재생하면 활성탄의 공극 구조

가 신탄과 유사하게 유지되면서 흡착된 유기물들을 제

거할 수 있다. 이는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성 오염물질들

은 대부분이 650 부근이나 그 이하의 온도에서 연소

되므로 본 실험결과에서 700 로 재생한 입상활성탄에

서 활성탄 내부의 공극 구조를 붕괴시키지 않고, 활성탄

에 흡착된 유기물질들만을 연소시켜 공극 구조를 재생 

전의 상태와 유사하게 유지해 흡착능이 상대적으로 높

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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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lteration of GAC pore structure by adsorption and regeneration conditions. 

Table 3. Calculating the energy saving cost by reducing the regeneration temperature

Furnace
Total 
cost

(Won)
Rate

Each 
cost

(Won)

Save
temp.
( )

Temp.
rate

Save
cost

(Won)

Total
saving
(Won)

1~2

930
million

1/3

1/3

1/3

310
million

- - -

113
million3~4 150 150/800=0.1875

58
million

5~6 150
150/850
=0.176

55
million

3.3. 재생비용 평가

앞의 실험결과에서 700 로 재생한 활성탄의 처리효

율이 가장 우수한 효율을 나타내었다. 부산시에서는 정

수장에서 사용한 입상활성탄을 자체적으로 재생하여 사

용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활성탄의 재생을 위한 에너

지 사용 비용으로 약 9억 3천만원 정도가 사용되었다. 현

재 운영 중인 재생로의 온도는 6단 재생로의 상부 2단 온

도를 500 로 유지하고, 3단과 4단 온도를 800 , 5단

과 6단 온도를 850 로 유지하는 방식에서 상부 2단 온

도를 500 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3단과 4단 온도를 

650 , 5단과 6단 온도를 700 로 유지하여 재생하는 

운영방식을 취하면 3단에서 6단까지의 재생온도를 150 

씩 낮출 수 있어 Table 3에서와 같이 활성탄의 재생을 

위한 에너지 비용의 절감 효과를 연간 1억 1천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실제 정수장에서 사용된 1차 및 4차 재생탄의 효율적

인 재생조건 선정을 위하여 재생온도 변화에 따른 재생 

후의 2차 및 5차 재생탄의 GAC 특성 및 수처리 효율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입상활성탄의 재생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재생탄

들의 회분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겉보기 비중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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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 2차 재생탄의 THMs 제거능은 운전 시작 후 15일 

정도 흡착능을 유지하였으나, 5차 재생탄의 경우는 운전 

시작 후부터 파과가 진행되어 THMs 제거능이 거의 없

었으며, DOC 제거능의 경우도 2차 재생탄이 5차 재생탄

에 비해 높았다.

3. 재생온도별 DOC 제거능 평가에서 700 로 재생

한 재생탄이 600 , 800 및 900 로 재생한 재생탄

에 비해 높은 제거효율을 보였다.

4.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재생온도 조건으로 

GAC를 재생할 경우, 기존의 재생온도 조건에 비해 재생

로의 3~4단 및 5~6단의 재생온도를 150 정도 낮출 

수 있었으며, 재생 에너지비용을 연간 1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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