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NS/HR-1523

지하수 사용 수처리시설에서의 
천연방사성핵종 농축 공정 

부산물 실태조사 

2017. 01. 12.







KINS/HR-1523

지하수 사용 수처리시설에서의 

천연방사성핵종 농축 공정 부산물 실태조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 성 욱

2017. 01. 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    출    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위탁연구용역과제인 “지하수 사용 수처리시설에서의 천연방사성핵종 농축 

공정 부산물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초안)로 제출합니다.

2017 년 01 월 12 일

○ 연구기관명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연구책임자 : 정 성 욱

○ 공동연구원 : 한 정 희

○ 공동연구원 : 류 종 식

○ 공동연구원 : 신 형 선

○ 연  구  원 : 이 신 우 신 우 식

○ 연  구  원 : 홍 혜 원 전 소 담

○ 연  구  원 : 윤 정 미

○ 연구협력관 : 우 주 희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위탁연구용역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공식적

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KINS/HR-1523 연구기간
 2016 년  03 월  02 일 ~ 
2016 년  12 월  31  일

연구과제명
(한글)지하수 사용 수처리시설에서의 천연방사성핵종 농축 공정

      부산물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정 성 욱
참    여
연구원수

 총   13  명
연  구
용역비

     250,000 천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500자 이내에서 개조식으로 작성) 면수

○ 지하수 기반 먹는 샘물 업체 13곳을 선정하여, 생산 공정 중 발생 가능한 부

산물과 이에 농축될 수 있는 천연 방사성 핵종에 대해 조사함.

○ 먹는 샘물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활성탄 및 마이크로 필터 등

의 필터류에 국한되었으며, 이들 필터들의 교환 주기는 마이크로 필터는 

3~14개월, 활성탄 필터는 2~36개월까지로 매우 다양함.

○ 원수와 처리수 내 천연 방사성 핵종의 함량은 대부분 낮게 나타났으나 일부 

업체의 원수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국내외 수질 기준을 초과하였음. 

○ 먹는 샘물 업체의 현장에서 측정한 표면 방사선량률은 원수 저장조 이후 첫 

번째 필터에서 가장 높게 측정됨. 

○ 7개 업체 11개의 사용 후 폐필터에서 Pb-210이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

법상 공정 부산물에 대한 기준치인 1 Bq/g을 초과하였으며, 해당 필터들은 대

부분 원수 저장조 이후 첫 번째 필터였음.

○ 업체별 방사성물질의 연간 배출량 추산 결과, 1개 업체에서 1000 kBq의 연

간 배출량 기준을 약 2.4배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현재 부산물을 사

업장 폐기물로 처분하고 있음.

○ 사용 후 폐필터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을 위해 폐필터의 발생, 

처분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폐필터를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에 대한 현황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됨. 

○ 먹는 샘물 업체에서 필터 내 방사능량을 모니터링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합

리적인 방안이 요구됨. 

색인어
한글 먹는 샘물, 천연방사성핵종, 필터, 농축

영어 drinking groundwater, NORM, filter,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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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사업명

지하수 사용 수처리시설에서의 천연방사성핵종 농축 공정 부산물 실태조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 먹는 샘물(bottled mineral water)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요 공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부산물(필터류 및 구성물질 또는 기타 다양한 발생물질)내 천연

방사성 핵종 농도를 평가하여 국내 수처리 시설에서의 부산물의 발생 특성을 파

악하고 안전관리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국내 먹는 샘물 사업장은 대부분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수

는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에 따라 우라늄, 토륨 등의 천연 방사성 핵종을 함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먹는 샘물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여과 필터 등에는 천

연 방사성 핵종이 상당량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외국의 경우 지하수

를 사용하는 수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부산물의 발생 및 그 안전 관리에 대한 다

양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현황 자료의 구축이 

전무한 실정이었다가 2015년에 이르러서야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가 최초로 수행

되었다. 2015년 총 13개의 먹는 샘물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원수 중 천

연 방사성 핵종의 함량이 낮더라도 처리 필터에 잔존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

으나 먹는 샘물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행된 관계로 중소업체 위주로 선정되

었으며, 비교적 높은 농도의 천연 방사성 핵종 검출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가 미

흡하였고 최초로 수행된 조사여서 현황 파악에 집중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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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업무 협조

를 통해 지하수 내 천연 방사성 핵종이 높게 검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한 

먹는 샘물 사업장 및 대규모 생산 업체를 신규 조사 대상 업체로 추가하여 부산

물 발생 현황 및 방사성 핵종의 필터 내 농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먹는 샘물 업체별 생산 및 처리 공정 관련 자료 수집

∙ 고농도 천연방사성 핵종 노출 우려 실태조사 업체 선정

∙ 업체별 생산 및 처리 공정 관련 자료 수집

- 먹는 샘물 업체 주변 기반암 분포 현황 조사

- 업체별 생산 공정 및 현황 조사

- 제품 생산 중 연간 부산물 발생 현황 및 특성자료 수집

- 필터 교환 주기 등 폐 필터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 수집

- 생산 공정 중 슬러지(배관스케일 포함) 등의 발생 여부 확인

○ 고농도 천연방사성핵종 노출 우려지역 내 수처리시설 실태조사

∙ 지하수 및 부산물 내 천연방사성핵종 특성 및 분석

- 지하수 및 공정 처리수 기초 수질 분석

a. 온도, pH, ORP, EC 등 현장 수질 분석

b. 주요 양이온(Ca, Mg, Na, K, Si), 음이온(F, Cl, NO3, HCO3, SO4), 및 중금

속 (As, Cd, Co, Cr, Cs, Cu, Pb, Zn 등)

- 지하수 및 공정 처리수 내 천연 방사성 핵종 분석

a. 우라늄, 라돈, 전알파 방사능량, 전베타 방사능량, 라듐 등

∙ 부산물 내 천연 방사성 핵종 특성 조사(U, Th, Ra, Pb, Po 등)

- 수처리 시설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및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

- 부산물 내 천연방사성 핵종 농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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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산물 내 천연 방사성 핵종 원소분석 (Total U, Th)

b. 부산물 시료 감마선 분석 (Ra-226, Ra-228, Pb-210, Th-234, K-40 등)

C. 부산물 시료 알파선 분석 (Po-210)

4. 연구개발결과

○ 조사된 먹는 샘물 업체들의 일반적인 제조 공정은 ‘원수 취수 – (전처

리 필터) - 원수 저장 - (활성탄 여과) – 마이크로 필터 여과 – 처리수 

저장 – 최종 여과 – 제품수 병입’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업체들의 상황

에 따라 전처리 필터와 활성탄 필터의 위치와 적용 여부가 선택적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정된 13곳의 먹는 샘물 업체들 (A to M) 

중 9개 업체는 마이크로 필터와 활성탄 필터를 함께 사용하는 반면, 4개 업

체 (I, J, K, M)에서는 마이크로 필터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 조사 대상 먹는 샘물 업체에서는 공정 부산물로 필터류(마이크로 필터, 활

성탄 필터)만 발생되고 있었으며, 마이크로 필터는 2개 업체(D, L)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3 ~ 6개월 주기로 교체되고 있었다. 2개 업체의 경우 짧게는 

5 ~ 6개월, 최장 12 ~ 14개월까지 사용 후 폐필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활성탄 필터는 2 ~ 3개월, 6 ~ 7개월의 비교적 짧은 주기로 교체하

는 2개 업체(B, C)를 제외한 모든 공장에서 12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D 업체의 경우 최장 36개월까지 사용 후 교체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 대부분의 업체에서 교체된 활성탄 필터는 제조 업체에 위탁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필터는 지정된 폐기물 업체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

거나 일부 업체에서는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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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된 13개 업체들의 원수 및 처리수의 수질은 매우 양호하였으며, I 업체

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에서 Ca-HCO3의 수질 유형을 보여주었다. 원수 처

리 공정 전후의 이온 및 중금속 성분의 농도 변화는 거의 없었다. 

○ 물 시료 내 천연 방사성 핵종 분석 결과, 모든 시료에서 Ra-226, Ra-228, 

Th이 검출한계와 비슷하거나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Gross alpha와 gross 

beta값 역시, WHO와 US EPA에서 지정한 기준값보다 매우 낮은 값을 보였

다.

○ 우라늄의 경우, 3개 업체(B, E, G)의 7개 원수 시료에서 그 농도가 수질 기

준(30 μg/L)을 초과하였고, 2개 업체(E, G)의 처리 공정수에서도 수질 기준

치를 초과하였다. 라돈은 5개 업체(A, B, C, D, E)의 11개 원수 시료에서 미

국의 수질 권고기준(148 Bq/L)를 초과하였다. 라돈은 모든 업체에서 정수처

리 공정을 거치면서, 특히 원수 저장조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우라늄

은 활성탄 필터에서만 감소 현상이 확인되었다.

○ 먹는 샘물 업체들의 정수처리 설비에서 측정한 표면 방사선량률은 필터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원수 저장조 이후 첫 번째로 통과하는 필터 설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이 외에도 원수 저장조 이전의 전처

리필터에서도 증가하였다. 필터 교체 전후에 표면 방사선량률을 측정한 4개 

업체 모두에서 필터 교체 후 표면 방사선량률이 감소하였다. 표면 방사선량

률의 증가 원인이 되는 방사성 핵종을 규명하기 위한 감마선 스펙트럼 분

석 결과, Pb-214 및  Bi-214, Tl-208과 같은 반감기가 짧은 Rn-222와 

Ac-228의 방사성 붕괴 산물들이 검출되었다. 

○ 10개 업체(A, B, C, E, F, G, H, I, K, L)에서 수거한 사용 후 폐필터 내 천연

방사성 핵종 분석 결과, 7개 업체(A, B, C, E, F, G, H)의 사용 후 폐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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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에서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정 부산물에 대

한 방사능 기준치인 1 Bq/g을 초과하였다. 초과된 방사성 핵종은 대부분 

Pb-210이었고 일부 업체의 사용 후 폐필터에서는 Po-210, Th-234 역시 1 

Bq/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1 Bq/g을 초과한 필터들의 대부분은 원수 저

장조 이후 위치한 첫 번째 필터였으며 이들 필터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제

기되었다. 

○ 사용 후 폐필터 내 천연 방사성 핵종 분석 결과, B 업체의 경우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에서 공정 부산물에 대해 규정한 연간 방사능 기준치인 

1000 kBq을 약 2.4배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사용 후 폐필터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을 위해 폐필터의 발생, 처

분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폐필터를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에 대한 현황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먹는 샘물 부산물의 천연방사성핵종에 대한 특성 및 이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

○ 먹는 샘물 사업장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작업장 환경 구축 및 제도적 개

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구축될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생산방법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 필요시 먹는 샘물 부산물 관리 및 안전한 처리·처분에 관한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방사성 핵종으로부터 안전한 먹는 샘물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제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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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지하수는 직접적인 음용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업용 먹는 샘물의 원수로도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하수는 지질 

환경에서 물과 암석의 상호 반응으로 인해 우라늄, 토륨, 라듐 등의 천연 방사

성 핵종을 함유할 수도 있으며, 특히 화강암을 기반암으로 하는 일부 지역에서

는 우라늄과 라돈 등의 핵종 농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

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상업용 먹는 샘물을 생산할 경우 수질의 

현저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침전, 여과, 폭기나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 살

균 및 유해성분 제거를 위한 흡착 등의 물리적인 처리기법만 적용이 가능하도

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여과 과정 중 역삼투막을 금지하고 

있다(환경부, 2016). 따라서 대부분의 국내 먹는 샘물 사업장에서는 제품 생산 

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micro-size 막여과를 이용하고 있으

며 유해 성분은 활성탄 흡착 기법을 활용하여 제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먹는 샘물의 제조 공정에 대한 규제는 외국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

다(IBWA, 2012). 

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 미국, 스페인 등 외국에서는 슬

러지, 배관 스케일과 같은 부산물의 발생 현황, 천연방사성 핵종의 함량, 그 관

리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조사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먹는 샘물 업체에

서 발생하는 폐필터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특히 국내의 경우, 먹는 물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공정 부산물의 현황에 대

한 조사조차 수행된 적이 없어서 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기초 자료 수집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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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년도에 국내 13개의 먹는 샘물 업체를 대상으로 필터 내 천

연방사성핵종 농축 및 발생현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원수 중 우라늄과 

토륨과 같은 천연방사성 핵종의 함량이 낮아도 방사성 물질이 필터 내에 잔존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수거하여 분석한 일부 사용 후 

폐필터에서 우라늄-238 계열 중 납-210, 토륨-234 등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

리법상 부산물의 방사성 기준인 1 Bq/g을 초과하였고, 해당업체에서는 이 필터

들을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거나 활성탄 필터의 경우 재활용을 위해 공장

으로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먹는 샘물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필터와 같은 부산물

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과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기반 자료 확보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먹는 샘물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년도

와 마찬가지로 총 13개의 먹는 샘물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고, 주

요 공정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원수와 처리수 내 천연 방사성핵종의 변화, 부

산물(필터류 및 기타 발생물질) 발생 현황 및 부산물 내 천연 방사성 핵종의 

함량 평가 등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 3 -

2. 국내외 연구동향 및 선행연구 현황

2.1 국내 연구동향

∙ 대부분 음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천연 방사성 핵종(우라

늄, 라돈 등)의 농도 조사가 주를 이룸(국립환경과학원, 1999; 2002; 2006; 

2007; 2008; 2009).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질분포를 반영한 지하수를 선정하여 우라늄, 라돈, 

전알파 함유량 특성 조사. 

- 방사능 고함량 지점과 마을 상수도에서의 우라늄, 라돈, 전알파 특성 조사.

∙ 화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과 부산물인 플라이 애쉬(Fly Ash)에 대한 자

연 방사능 평가 연구 수행.

∙ 최근에는 실내 건축 자재에 대한 천연방사성 핵종 분석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건축 재료에서 방출되는 라돈 감소를 위한 흡착제 연구 실시.

∙ 산업용 광물과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각종 소비제품 및 정수장 슬러지에 대한 

천연 방사성 핵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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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 연구동향

∙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지하수를 대상으로 전알파 등 천

연 방사성 핵종에 대한 연구를 수행.

∙ 먹는 물 처리 업체에서 원수와 처리수 사이의 방사성 물질의 제거에 대한 조

사가 다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천연 방사성 핵종과 수질 및 주요 양이온과의 상관성 연구 실시.

∙ 수처리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위해성 연구 실시.

∙ 수처리 공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정과정(예: 응

집, 침전, 여과 등) 연구.

∙ 수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슬러지 등)에서 축적되는 방사성 핵종

의 종류 및 농도 규명.

∙ 효율적인 방사성 핵종 분석을 위한 물리화학적 시료 전처리법과 핵종 추출법 

및 분석기기에 대한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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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선행연구

  

∙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무연탄, 유연탄, 플라이 애쉬에서 천연 방사능 

농도를 조사한 결과, 플라이 애쉬에서 천연 방사성 핵종이 원료에 비해 3~10

배 정도 농축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일반적인 토양과 암석의 농도 수준

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할 만한 대상은 아님(장병욱 외, 2008).

∙ 부산 지역 지하수 수질 측정망 80개소를 대상으로 전알파, 우라늄, 라돈 측정 

(전대영, 2009).

∙ 소비제품에 대한 천연 방사성 핵종을 분석한 결과, 목걸이 등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군 및 저어콘 ~60wt% 포한 내화 벽돌류에서 방사성 물질 방출치

가 다른 소비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주의가 요구됨(유장한 외, 2009).

∙ 국내 정수장 3곳의 슬러지(대부분 미세한 암석 입자)에서의 Ra-226 함량은 약 

0.03~0.04 Bq/g으로 매우 낮은 편임(유장한 외, 2009).

∙ 마을 상수도에서 약 3-400 ㎍/L의 우라늄 함량을 갖는 지하수를 처리하기 위

해 약 1개월간 사용한 활성탄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사용 전 활성탄 1 g 

내 0.098 ㎍이었던 우라늄 농도가 1개월 경과 후 123 ㎍/g으로 증가하여 활성

탄에 지하수 내 우라늄이 농집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국립환경과학원, 

2010), 활성탄의 심도별 시료 채취 결과,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활성탄 내 

우라늄 농도는 낮아졌음(국립환경과학원, 2011).

∙ 전국 지하수 관정에서 지질 및 수질 특성과 함께 전알파, 우라늄, 라돈 측정 

(정도환 외, 2011a; 2011b; 조병욱 외, 2002). 우라늄은 변성암 지역에서, 라돈

은 화강암 지역 지하수에서 높은 농도가 검출되었으며 경기, 충남, 전북, 전

남 지역에서 비교적 높게 검출됨.

∙ 실내 석고보드에서 발생하는 라돈은 흑탄과 활성탄에 의해 72~85% 감소됨 

(조윤민과 이화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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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외 선행연구

∙ 해외의 경우 상수도 보급을 위한 수처리 시설(DWTP, Drinking Water 

Treatment Plants)이나 하수 처리용 수처리 시설(WWTP, WasteWater 

Treatment Plants)에서 공정 중 발생하는 슬러지와 같은 퇴적물에 대한 연구

가 주로 이뤄졌으나, 본 연구와 같이 먹는 샘물 공장에서 사용되는 필터류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음. 

∙ 상수 또는 하수처리용 시설에서는 수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응

집(Coagulation-Flocculation)-침전(Precipitation) 공법의 사용이 일반적이며, 응

집-침전 공법의 적용할 경우 슬러지와 같은 고형폐기물의 발생이 필수적이며, 

발생된 슬러지는 탈수처리 후 폐기물로 매립되거나 토양 개량제로 재활용되

거나 건축재의 원료로 재활용 됨. 

<방사성 핵종의 제거 관련 연구>

∙ Huikuri and Salonen (2000)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이온교환수지의 우라늄 제

거 효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원수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상관없이 높

은 우라늄 제거 효율을 보여줌.

∙ Gavert 외 (2002)는 응집-침전 방식으로 우라늄이 약 85% 이상 제거될 수 있

음을 보고하였음.

∙ 핵종 분리를 위해 용매 추출법(Baeza et al., 2014)과 크로마토그래피법(Lytle 

et al., 2014; Mola et al., 2014)과 그 효율성이 연구됨.

∙ 고형 시료에 대한 특별한 전처리 없이 핵종 분석을 위해서는 감마선 검색기가 

매우 유용함(Walsh et al., 2014).

∙ Villalobos-Rodriguez 외 (2012)는 저비용으로 지하수 내 우라늄 제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용화된 ultra-filtration용 멤브레인에 활성탄 코팅을 할 경

우, 여과 중 우라늄과 철의 동시흡착으로 인해 우라늄이 제거되고 이때 우라

닐 이온의 제거 효율은 35 ± 7%라고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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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물 처리 공정에서 방사성 핵종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pH 조건과 

응집제(coagulant)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음. 예를 들어, Baeza and 

Guillen (2006)은 우라늄의 경우 약산성 조건에서 응집제의 종류와는 상관없는 

제거 효율을 나타냈으나, 라듐은 중성 pH에서 제거 효율이 가장 좋으며 응집

제의 종류에 따라 효율이 달라짐.

∙ 미국의 경우, 먹는 물 처리 공장에서 방사성물질의 제거에 적합한 공법으로 

이온교환 (Ion exchange), 역삼투 (Reverse Osmosis), 응집/여과 

(Coagulation/Filtration)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의 먹는 샘물업체에서 사

용 중인 활성탄 여과와 micro-size의 막여과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US 

EPA, 2006).

∙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상용화된 수처리 공법에 대한 일부 방사성물질의 

제거 효율에 대해 보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우라늄은 응집/침전, 이온

교환과 역삼투를 통해서는 70% 이상 제거되나 활성탄 여과에 의해서는 

10-40%만 제거되며, 라듐의 경우 이온교환, 역삼투에 의해서는 70% 이상 제

거되나 응집/침전과 활성탄 여과의 제거 효율은 10-40%에 그친다고 보고함

(WHO, 2011).

∙ 최신 연구들은 역삼투 멤브레인 기술을 이용하여 방사성 핵종의 제거 효율을 

조사하고 있으며, 알파 핵종의 경우 90%이상의 제거율을 나타냈지만 베타 방

출 핵종은 35–93% 사이의 다양한 결과를 보여줌(Montana et al., 2013b; Nieto 

et al., 2013).

<수처리 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농축 관련 연구>

∙ 수처리 공장의 원수에서는 10 ㎍/L 미만이었던 비소가 수처리 공정의 퇴적물

에 500 ㎍/g을 초과하여 발견되는 등, 원수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오염물질이 

수처리 공정 중 농집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보고(Lytle et al., 2004).

∙ 먹는 물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기 위

한 연구가 다수 수행됨. 이러한 연구들은 슬러지 처리에 대한 물리적 건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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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 처리와 화학적 추출법이 모두 고려됨(Persson and Holm, 2011; Thakur 

and Mulholland, 2012).

∙ 6년 동안 가동한 스페인의 상수용 수처리 시설에서 전알파가 스페인의 수질기

준인 0.1 Bq/L에 근접하게 검출되었으며, 수처리용 응집제인 FeCl3의 영향으

로 알파입자는 약 20%, 베타입자는 약 5% 가량 제거되었고 제거된 방사성핵

종들은 슬러지에 농축되었다고 보고(Palomo et al., 2010).

∙ 수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 함유된 Ra-226에 의해 음용수 내 라돈 

함량이 증가한 현상에 대해 보고(Valentine and Stearns, 1994).

∙ 수처리장의 퇴적물과 배관 스케일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 전알파와 전베타가 

각각 최대 59.3 Bq/g, 43.3 Bq/g까지 검출되고, 라듐, 토륨, 우라늄은 평균 5.3 

Bq/g, 1.5 Bq/g, 0.24 Bq/g이 검출되어 오염물질이 퇴적물에서 물로 다시 용출

될 경우 인체에 잠재적으로 유해할 수 있다고 보고(Lytle et al., 2014).

∙ 고형 폐기물의 경우 낮은 pH에서 높은 알파 베타 방출 핵종들이 관찰되었으

며, 이는 산성에서 핵종들의 용해도가 낮아지며 침전되기 때문임(Montana et 

al., 2013a).

∙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서 원수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이 축적될 수 

있으며, 대부분 우라늄, 토륨, 라듐, 납, 폴로늄 등의 자연 발생 기원이 주를 

이룸(Fonollosa et al., 2015).

<수처리 시설에서의 발생되는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

∙ 슬러지 시료를 용해하고 그에 함유된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한 다양한 화학적 

처리법이 연구되었으며, Mola et al. (2013)은 토륨의 경우 microwave 

digestion 방식의 추출 방식이 효율적임을 보여줌.

∙ 미국의 경우, 수처리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천연방사성핵종 함유 공정부산물

의 함량과 발생량에 따라 처분 방식을 차별화시키는 규정을 가지고 있음. 예

를 들어, 공정부산물 내 천연방사성핵종의 함량이 폐기물 중량의 0.05% 미만

인 경우 일반폐기물로 처분하고, 함량이 0.05%를 초과하고 발생량이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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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파운드(약 68 kg)을 초과하는 경우 “Specific License”면허를 보유한 사

업자가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US EPA, 2006). 배출된 폐기물들은 매립 방

식으로 처분하며, 22개 주에서 TENORM에 대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거나 검

토 중임(US EPA, 2005).

∙ 유럽의 경우 공정부산물 내 천연방사성핵종의 기준을 238U과 228Th에 대해서는 

1000 Bq/kg, 40K에 대해서는 10,000 Bq/kg으로 설정하고 있음(European 

Commission, 2001).

∙ 스페인의 경우, 수처리 공장 슬러지의 경우 폐기물로 매립되거나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일부의 경우 건축 자재로도 활용되기도 함. 따라서 슬러지의 재활

용 이전에 잠재적 방사능 위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Fonollosa et al., 2015).

∙ 호주의 경우, 사용 종료 후 교체된 이온교환수지와 역삼투막은 안정매립지에 

매립하고, 슬러지는 건조 후 토양개량제와 같은 상업적인 용도로 처분되고 있

음(Kleinschmidt and Akber, 2008).

∙ 먹는 샘물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멤브레인 필터 또는 활성탄 필터 내 방

사성핵종의 농축에 대해 수행된 연구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폐필터의 최적 

관리를 위한 규정 또한 찾을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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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 내용 및 방법

3.1 연구 수행 내용

표 3.1-1는 최근 15년간의 국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 현황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비

교적 높아(Shin et al., 2016), 먹는 샘물 제조 공정 부산물에서 이들 핵종의 축

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국내 먹는 샘물 업체 13곳을 선정하였다(A ~ M업

체). 선정된 업체들은 지역별로 강원도 1곳, 경기도 5곳, 경상도 3곳, 전라도 1

곳, 충청도 3곳에 위치하고 있다(표 3.1-2). 이들 업체들은 전년도 연구 조사에

서 비교적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높은 원수를 사용하는 6개 업체(B, F, G, 

I, J, K)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지질학적으로 화강암 기반으로서 지하

수 내 핵종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업체 7개(A, C, D, E, H, L, M)를 

신규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시료채취 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업체별 먹는 샘물 제조 공정 자료를 수

집하였고 이를 통해 연간 원수 처리 용량, 수리지질 등의 지하수 처리 공정 관

련 자료와 현장 공정에서의 슬러지, 배관 스케일, 폐필터 등의 부산물 발생 및 

필터 교환 주기 등의 처리 현황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현장 조사를 통하여 

원수 및 부산물 등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천연 방사성 핵종과 주요 이온 및 

중금속 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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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경
기

경
남

경
북

울
산

전
남

전
북

제
주

충
남

충
북

휴,
폐업

가
동
공
장

계

2000년 
11월 기준 12 14 9 1 1 5 4 2 12 8 12 69 81

2005년 
1월 기준 10 15 9 1 2 5 5 2 11 11 1 71 72

2010년 
2월 기준 8 14 10 3 2 4 5 2 9 9 1 66 67

2015년 
6월 기준 6 14 8 3 1 2 3 2 7 4 18 50 68

출처: 환경부

표 3.1-1. 최근 15년 간의 국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 현황(2000-2015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2015년 2 1 5 1 0 0 2 1 1 0 13

2016년 1 5 3 0 0 0 1 0 1 2 13

표 3.1-2. 전국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연구 참여 현황

현장수질
온도, pH, 전기전도도(EC), 산화환원전위(ORP), 

용존산소(DO)

천연방사성 핵종

(수질시료)

U, Th, Ra-226, Ra-228, Rn, 전알파 방사능량,

전베타 방사능량

천연방사성 핵종

(필터류)
U, Th, Pb-210, Po-210, Th-234, K-40 등

양이온 Ca, Mg, Na, K, Si 등

음이온 Cl, NO3, HCO3, SO4, F 등

중금속 As, Cd, Co, Cr, Cs, Cu, Pb, Zn 등

      

표 3.1-3. 분석 항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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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수행 방법

  

협조 요청 업체 선정 사전 설문조사

∙ 국내 먹는 샘물 업

체에 협조 요청 공

문 발송

∙ 협조 의사를 밝힌 

13곳의 먹는 샘물 

업체를 KINS와 공

동으로 선정

∙ 시료채취 계획 수립

  을 위한 각 업체별 

  공정 자료 수집

시료 채취 기초수질자료 측정 

∙ 각 업체의 원수 

  및 처리수, 제

  품수 등을 채수

∙ 부산물 수거

∙ pH, EC, DO, ORP, 
 온도 측정

수질 분석

∙ 음/양이온, 중금속 분

석

천연방사성 핵종 분석

∙ 처리설비의 표면 방사

선량률 측정

∙ 시료 내 천연방사성 핵

종 분석

그림 3.2-1. 업무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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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수질 분석용 시료 채취 및 현장 측정 항목

시료 채취를 위해 현장에 방문한 경우 표 3.2-1과 같이 시료를 채수하였다. 

채수는 각 업체에서 원수 생산을 위해 설치한 지하수 관정 내 수중 펌프를 이용

하였으며, 물 시료의 채수 전 약 5 ~ 10분 정도의 사전 양수를 통해 관정 또는 배

관 내에 정체되어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한 후 신규 유입된 물을 시료로 사용하였

다. 시료 채취 시 기초 현장 수질 자료의 측정을 동시에 수행하여, 현장수질 값이 

안정된 이후 분석 항목별 시료를 채수하였다. 

기초 현장 수질자료 측정시에는 Thermo Orion A325와 A326 계측기를 이용

하였으며, Orion A325를 이용해서는 pH, EC와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Orion A326

을 이용해서는 ORP와 DO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기초 현장 수질을 측정을 완

료할 때마다 증류수와 현장에서 채수한 물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세척한 후 다음 

시료를 측정함으로써 측정 중 측정용기(beaker)에 잔존한 물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하였다. 

수질 시료의 분석 항목에 따라 현장에서 다르게 시료 전처리를 실시하였으

며, 음이온과 중금속을 포함한 양이온 분석용 시료의 경우 0.45 ㎛ 멤브레인 필터

로 부유물질을 여과한 후 채수하였다. 음이온의 경우 수중에 용존되어 있는 탄산 

또는 중탄산 이온의 탈기를 방지하기 위해 용기 내 빈 공간이 없도록 가득 채웠

으며, 양이온 및 중금속의 경우 질산을 첨가하여 pH를 2이하로 낮춘 후 시료를 

보존하였다. 수질 시료 채수용 용기는 클린룸에서 염산으로 세척된 용기를 이용하

였고, 현장에서 채수한 물을 이용하여 내부를 씻어낸 후 시료를 채취하였다. 

방사능 분석용 시료의 경우 현장에서 별도의 여과 및 보존 처리를 거치진 

않았으나, 총 6L의 시료를 1회용 용기에 채수한 후 즉시 실험실로 이송하여 분석

에 필요한 전처리(산처리 등)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라돈 분석용 시료의 경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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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단계에서부터 기포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으로 채수하였고, 채수된 시료 15 

mL에 미네랄 오일 5 mL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칵테일 용액을 제조하였

다. 

구  분 여과방법 현장 전처리 채취용기 비고

양이온, 중금속
0.45㎛

멤브레인 필터

고순도 질산을 

사용 

pH 2 이하로 고정

Centrifuge 

Tube  및 

LDPE bottle

-

음이온 해당 없음 가득채움

라듐, 전알파, 

전베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PE bottle

라듐 : 4L

전알파 : 1L

전베타 : 1L

라돈 해당없음

기포 배제 후 

미네랄오일 

5mL와 혼합

20 mL glass 

vial

시료 15mL

미네랄오일 

5mL

표 3.2-1. 수질분석 항목별 현장 전처리 및 채취방법 

아래 표 3.2-2에 국내외 여러 국가에서 적용되는 먹는 물 중 의 수질 기준에 

대해 정리·요약하였다. 각 나라별 기반암 현황, 먹는 물 중 천연방사성핵종 검출 

빈도, 지하수 이용 현황 등 해당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천연방사성핵종의 

수질 기준에 차이가 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기준

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WHO 제시 기준에서 누락된 항목은 미국의 먹

는물 수질기준(MCL; Maximum Contaminants Level)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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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ium
(㎍/L)

Radon
(Bq/L)

Radium
(Bq/L)

Gross α
(Bq/L)

한국 30 - - -

세계보건기구

(WHO)
30 - - 0.5

미국 30 148 0.19 0.56

캐나다 20 - 0.5 0.5

EU - 100 - -

스웨덴 15
100(조치기준)

1000(금지기준)
- -

핀란드 30
300 (공공용)

1000 (개인용)
- -

독일 10 100 - -

호주 17 100 - 0.5

뉴질랜드 20 100 - 0.1

표 3.2-2. 국내외 먹는물 중 천연방사성핵종 수질 기준

 “-”: not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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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양, 음이온 및 중금속 분석

3.2.2.1 양이온 분석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기(ICP-A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는 고온(6,000K)의 아르곤 플라스마로 원자를 들뜨

게 하여 각 원자들은 가지는 특정 복사선 방출의 파장 및 세기를 측정하여 특정 

원소를 정량 및 정성 분석하는 기기이다(그림 3.2-2). ICP-AES는 지구화학시료, 생

체시료, 환경시료, 고순도 재료분야 및 원자력 분야 시료 등의 무기원소 분석에 

이용된다.

그림 3.2-2. ICP-AES 기기 (Perkin Elmer Optima 8300)

❍ 시료준비

1) 시료는 현장에서 필터링 후 정제질산을 사용하여 pH 2이하로 산도를 낮춘

다. 

2) 시료 정량 분석에 사용되는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만들기 위해 

blank를 포함한 working standard solution(최대 50.0mg/L, Radial 방식; Na

원소 기준)을 3개 이상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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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소의 농도가 검정곡선을 벗어난 시료는 0.5% 질산용액을 이용하여 희석

하며, 이 때 측정한 무게를 가지고 희석배수를 계산한다.

❍ 기기분석

4) Plasma를 점등하고 기기 최적화를 위하여 30분 후에 calibration 과정

(working standard solution을 이용한 검정곡선 만들기)을 실시한다.

5) Calibration 과정이 끝나면 강물과 수돗물의 인증표준물질인 SLRS- 5(NRCC)

와 TMDW(Trace Metal in Drinking Water, HPS사)를 3회 이상 분석하여 분

석 재현성을 확인한다.

6) 분석 재현성이 좋을 경우(검정곡선의 기울기는 0.999 이상, TMDW나 

SLRS-5의 분석오차가 ±10% 이내), 시료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 간에는 충

분한 시간의 washing을 실시한다.



- 18 -

3.2.2.2 음이온 분석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Ion Chromatograph)는 고성능 이온교환체 또는 중

성수지 등을 고정상으로 하고 수 mM 정도의 희박한 용리액을 이동상으로 하여 

분리관 내에서 시료 이온을 전개 용리시킨 후 적당한 검출계에 의해 측정하는 

분석법이다. 즉,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에 의해 이온 종을 분리하는 법을 지칭한

다. 

그림 3.2-3. Ion Chromatograph 기기 (DIONEX ICS-2100)

❍ 시료준비

1) 음이온 분석용 시료는 현장에서 기밀용기에 공기를 최소화하여 채취하고 

저온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보관을 해야 한다.

2) 시료 정량을 위한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만들기 위해 blank(증류수), 

0.5, 1, 5, 10, 20, 50 ppm의 working standard solution을 증류수를 이용하

여 만든다.

3) 시료 분석시 사용되는 용리액은 Thermo scientific 회사의 용리 농축액 3.5 

mM sodium carbonate, 1.0 mM sodium bicarbonate을 증류수로 100배 희석

하여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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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orking standard solution과 시료들을 IC sample vial에 5mL이상 담는다.

❍ 기기분석

5) 음이온 분석용 컬럼 DIONEX-AS14을 연결한 후 기기(그림 3.2-3)를 가동시

킨다.

6) waste valve를 열고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희석한 용리액을 10분 

이상 흘려준다. 기포가 제거되지 않을 경우, 분석 시에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

7) 용리액의 흐름 속도를 0.4, 0.8, 1.2 mL/min의 순으로 올려준다.

8) 압력이 안정화되면 column oven 온도는 30도, suppressor의 전류는 24 mA

로 적용시켜 준다.

9) 기기의 안정화를 위해 1시간정도 용리액을 흐르게 하고, 증류수를 3번 이상

분석한 후 측정을 시작한다.

10)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기기의 컨디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 10회에 특

정 농도의 working standard solution을 주기적으로 분석한다. 

11) 데이터 보정 시, 검정곡선의 기울기는 0.999 이상 이어야하며 상대적으로 

Dynamic range가 좁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성을 가지므로 working 

standard solution의 최대 농도를 벗어나는 시료는 희석하여 재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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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중금속 분석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는 1983년 최초로 상용화된 기기로서 시판된 지 약 25년 정도 되

어가는 무기 원소분석 장비이다(그림 3.2-4). 극미량 및 다원소 동시 분석 기능

을 지닌 무기 원소분석 장비 중 가장 활용도가 좋아 사용량이 증가되어가는 추

세이며 2008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도 Agilent, PerkinElmer, Thermo Electron 

및 Varian사의 기기가 약 300여대가 도입되어 가동 중에 있다. ICP-MS의 주요 

이용분야는 지구화학시료, 생체시료, 환경시료, 고순도 재료분야 및 원자력 분

야 시료 중의 극미량 무기원소 분석에 이용된다.

❍ 시료준비

1) 시료는 현장에서 필터링 후 정제질산을 사용, pH 2이하로 산도를 낮춘다. 

2) 시료 정량을 위한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만들기 위해서는 blank(바

탕시료), 1.0, 10.0, 20.0 ㎍/L의 working standard solution을 만든다.

그림 3.2-4. ICP-MS 기기 (Thermo Fisher Scientific iCap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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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분석

3) plasma를 점등하고 30분 후 기기가 안정화가 되면 tuning 과정을 수행한다. 

tuning은 Indium(115In) 10 ㎍/L용액을 이용하여 counts가 20,000 이상 나오도

록 하여 각종 parameter값을 최적화 시킨다.

4) tuning 과정이 끝나면 검정곡선용 ICP-MS 표준용액인 ICP-MS-CAL(10 

mg/L) 1, 2, 3, 4를 각각 혼합하여 working standard solution(0.1, 1.0, 10.0 

㎍/L)을 만든다. blank와 working standard solution을 이용하여 검정곡선을 

만들고 시료를 측정한다.

5) 기기 측정시 매 2시간 마다 중간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재현성을 확인하며 

기기의 변동을 확인하고 보정하기 위하여 10.0 ㎍/L농도의 Rh, In, Tl이 포

함된 내부표준 용액을 on-line으로 주입한다.

6) 검정곡선의 기울기는 0.999 이상이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인증

표준물로 사용하는 TMDW(HPS사)나 SLRS-4, 5(NRCC)의 분석오차가 ±5%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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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부산물의 우라늄 및 토륨 분석

물 시료의 우라늄과 토륨 분석은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를 이

용하며 시료준비 및 분석방법은 3.2.2.3과 동일하다. 부산물인 폐필터 시료의 경우 

수거된 필터 시료가 고체인 관계로 다음과 같은 시료 전처리 과정이 추가되었고, 

ICP-MS의 기기 측정 조건은 아래 표 3.2-3에 요약하였다. 

❍ 필터 시료 전처리

1) 필터 시료를 3 g의 중량(약 2 × 2 cm)이 되도록 조각낸다(그림 3.2-5).

2) 약 3g의 필터 시료들을 알루미늄 도가니에 담아 furnace안에 놓고 700 ℃

에서 6시간 동안 연소시킨다. 

3) 연소된 시료들을 증류수를 이용하여 테플론 용기에 담은 후, 질산과 염산이 

1:3 부피비로 섞인 혼합산을 10 mL 넣고 160 ℃에서 완전 용해시킨다.

4) 용해된 시료에 다시 질산, 불산, 과염소산이 4:4:1 비율로 섞인 혼합산을 

5mL 넣고 뚜껑을 닫은 후, 150 ℃로 가열한다.

5) 12시간 이상(overnight) 가열 후에 뚜껑을 열고 160 ℃에서 용해시키고 ICP

분석을 위해 5% 질산 처리한다.

그림 3.2-5. 사용 후 폐필터 시료의 전처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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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Power 1300 W

RF Frequency 27.12 MHz

Coolant Gas Flow 13 L/min

Nebulizer Gas  Flow 0.9 L/min

Auxiliary Gas Flow 0.7 L/min

Sampler Cone Ni

Skimmer Cone Ni

표 3.2-3. 폐필터 분석을 위한 ICP-MS 측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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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사용 후 폐필터 시료의 감마선 방출 핵종 분석(Pb-210, 

Th-234, Ra-226, Ra-228, K-40)

본 연구를 위해 먹는 샘물 사업장에서 수거된 사용 후 폐필터에 대해서 감

마선 핵종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전 수거된 필터들의 무게를 측정하였고, 폐 

필터들을 잘라 마리넬리 비이커에 담아 밀봉한 채로 20일간 보관한 후 감마선 핵

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원반형 HPGe 검출기는 다른 종류의 HPGe 감마선 검출기들에 비해 감마선 

분포가 복잡한 저에너지 부분에서 고분해능을 가지며 3 keV ~ 3 MeV까지 범위 

내에서 측정이 가능하다(그림 3.2-6). 특히 천연방사성핵종에 의한 감마선이 주로 

존재하는 50 keV ~ 1.5 MeV 영역에서는 다른 동일한 수준의 상대효율을 가지는 

HPGe 검출기보다 크거나 유사한 검색효율을 보여 환경시료의 자연방사능 분석에 

적합하다. 특히 납-210(210Pb, 46.5 keV)와 토륨-234(234Th, 63.4 keV)와 같이 낮은 

에너지대에 존재하는 감마방사선에 대한 측정 효율은 동일 용기에 대해 다른 어

떤 검출기보다도 높다. 

그림 3.2-6. 원반형 HPGe detector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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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type HPGe detector는 검출기를 우물형으로 제작하여 검출기가 시료를 

둘러싸고 측정하기 때문에 검색효율이 매우 좋으며, 특히 저에너지 감마선 분석효

율이 높으며, 시료가 소량일수록 측정에 유리하다(그림 3.2-7). 이는 취득 가능한 

시료의 양이 매우 작아(암석시료의 경우 3 ~ 5 g) 측정결과의 대표성 확보가 어려

운 경우에 한하여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림 3.2-7. Well-type detector 내부구조 

측정값은 다음 식에 의하여 방사능(radioactivity)으로 환산된다. 

    








Ns : 측정값; Nb: 배경값; ts: 샘플 측정시간; tb: 배경값 측정시간

 : 측정효율; m: 무게

K1 : the correction factor for the nuclide decay from the sampling time 

           to the measure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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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ln ∙∆


 exp∙∆
K2 : the correction factor for the nuclide decay during counting period

 ln ∙


exp

ln ∙


- K1과 K2는 반감기가 긴 핵종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좋음. 즉 1

       그러나 확인을 위해서 필히 계산해야 함

K3 : the correction factor for the self-attenuation

- 만약 시료가 CRM과 같거나 유사한 매질이라면  K3 는 1.

- 만약 다른 매질이라면, attenuation factor를 구할 것

K4 : the correction factor for pulses loss due to random summing

  exp

- R : the mean count rate

- τ : the resolution time

- K5 : the coincidence correction factor

 



- E : gamma ray energy (keV); single photopeak (no cascade)에서는 1. 

- 232Th는 228Ra(반감기: 5.75 yr)를 거쳐 방사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228Ac(반

감기: 6.15 h)이 방출하는 338.3, 911.1 그리고 968.9 keV의 감마선을 이용하

여 분석한다. 비록 IAEA-TECDOC-1363에서 212Pb (238.6 keV)나 208Tl 

(2614.7 keV)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214Pb(241.9 

keV)에 의한 간섭(212Pb : 238.6 keV)이나 매우 낮은 측정효율(208Tl: 2614.7 

keV)로 인하여 분해능이 좋아 다양한 피크들을 선택할 수 있는 고순도 게

르마늄 감마선 검출기를 이용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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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Ra은 222Rn(반감기: 3.82 d)를 거쳐 방사평형에 도달해 있는 214Pb (295.2 

와 352 keV)와 214Bi(609.3 과 1764.5 keV)의 감마선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226Ra이 186.2 keV에서 직접 감마방사선을 방출하나 5.96 %의 비교적 낮은 

방출확률을 가지며, 비록 적은 양이 존재하지만 57.0 %의 방출확률로 감마

선을 방출하는 235U의 185.7 keV 감마선피크와 완벽하게 중첩되어, 복잡하고 

부정확한 보정과정이 필요하여 딸핵종들을 이용한 분석보다 효용성이 떨어

진다. 단 222Rn가 가스이므로, 채취 및 건조 등 전처리 과정에서 손실된 

222Rn가 다시 어미핵종과 방사평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밀봉 후 20일 이상 

지난 후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214Bi의 감마방사선들은 동시합성효과가 크

게 나타나는 핵종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이다. 이렇게 다수의 감마선을 

이용한 분석은 단 한 개의 감마선만 이용했을 때 보다 불확도를 낮출 수 

있으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다수의 감마선 peak 값들을 이용하여 226Ra

과 228Ac의 측정 결과를 산출할 때, 각각의 감마선에너지의 방출확률을 고려

하여 가중평균치를 사용하였다.

- 210Pb는 46.5 keV에서 직접 측정한다. 210Pb가 방출하는 46.5 keV는 매질의 

밀도에 따라 흡수효과(absorption)가 발생할 수 있어, 매질 차이가 클 경우 

매질효과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측정한 시료는 다공

성 섬유질로 1 L 용기에 담을 경우 수 백 g 미만의 무게를 갖는다. 이는 검

출기의 교정에 사용되는 밀도가 물과 매우 유사한 (1.001 g/cm3) 우무(Agar)

로 제작된 표준시료보다 낮은 밀도이다. 이처럼 물보다 낮은 밀도를 갖는 

시료의 마리넬리 비이커에 대한 흡수효과 보정은 전산모사를 통하여 수행

되어야 하지만, 필터 등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 또

한 불가능하였다. 비록 흡수효과에 대한 보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전체

적으로 1보다 작은 밀도값을 갖는 시료에 대한 흡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

며, 측정값보다 큰 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  40K는 1460.7 keV에서 직접 측정한다. 

- 측정용기는 부산물 등의 시료 상태에 따라 1L marinelli beaker(필터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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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L 용기(radium 농축물)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3.2.5 사용 후 폐필터 시료의 Po-210 분석

사용 후 폐필터 시료의 210Po은 알파선 검출기(그림 3.2-8)를 이용하여 측정된

다. 사용 후 폐필터 시료의 경우, 고체이므로  다음과 같은 전처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실험 방법

1) 사용 후 폐필터를 10x10 cm(2 ~ 3 g)로 자른 후, 60 mL 테플론 비이커에 

담는다.

2) 테플론 비이커에 yield tracer로 209Po spike solution을 1 mL 첨가하고 무게

를 측정한다. 

3) 5 mL HNO3용액과 15 mL HCl을 첨가하여 산처리한 후 200 ℃에서 약 9 ~ 

10시간 가열한다. 

4) 용액이 거의 다 증발되었을 때, 0.5 N HCl 용액으로 시료를 회수한 뒤, 

ascorbic acid 약 20 mg을 철이 환원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첨가한다. 

5) 70 ℃ 중탕으로 6시간동안 교반 가열하면서 은판(15x15 mm)에 polonium 

isotope을 증착시킨다. 

6) 210Po와 209Po가 증착된 은판은 알파선분광분석법(Silicon Surface 

Barrier(SSB) detector)를 이용하여 24~48시간동안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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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Alpha spectrometer(7400-14, Canberra, USA) 

3.2.6 라돈 분석

물 시료에서의 라돈 측정은 액체섬광계수기(Liquid Scintillation Counter 

[Quantulus 1220])을 이용한다. Rn-222 분석을 위한 채수는 채수 전 채수하고자 하

는 시료의 대표성을 갖도록 사전조치를 취한다. 라돈의 손실 및 오염이 없도록 외

부 공기와 접촉되지 않게 채수한다. 채수 후 채수 날짜와 채수시간을 기입한다. 

현장에서 바로 Cocktail과 혼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liner가 존

재하는 마개를 가진 유리병에 채수하여 실험실에서 전처리 한다. 라돈측정효율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Ra-226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3.2.7 전알파 방사능량 측정

전알파 방사능량은 물 시료 500 mL을 테프론 비이커에서 증발 건조한 후 

alpha-ray 분석용 cocktail(ex, HiSafe Ⅲ 등)과 1 : 3비율로 혼합하여 분석한다. 

Alpha/Beta separation mode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전알파 방사능량 측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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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효율 측정과 PSA level 결정은 우라늄 동위원소비율이 알려진 Natural 

Uranium Standard(NBL 112A Uranium metal)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실험방법

1) 500 mL의 물 시료를 teflon beaker 담고, 진한 산을 첨가한다.

- 산 종류 및 양은 지하수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며, 질산, 염산, 과염소산 불

산 등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 채집된 시료는 현장에서 산화시켜야하며, 필요에 따라 필터링하여 입자를 

제거한다.

2) Hot Plate에서 서서히 증발(24시간 내외)시켜 완전히 건조시킨다.

3) 증발잔류물을 LSC용 low-K glass vial에 약한 염산을 이용하여 회수한다.

- 증발잔류물 회수용 약한 염산(0.5~2N HCl)에는 라돈이 존재해서는 안되며, 

산의 농도는 실험조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으나, 표준시료와 제조된 시료 

모두에서 동일하여야한다.)

4) 시료 5 mL(변경 가능)에 15 mL의 수용성 Cocktail(PerkinElmer사의 

Optiphase HiSafe Ⅲ를 이용)을 첨가한 후 심하게 흔들어서 혼합하여준다.

5) Blank는 DIW를 이용하여 시료와 동일방법으로 제조한다.

6) α/β 분리 모드 사용하여 30분씩 3회 측정하여 결과를 계산한다(그림 

3.2-9). 각각의 측정값에 대해 평균을 구할 수도 있으며, 3회 측정분 모두

를 더한 후 계산하여도 된다.

7) 이 방법의 측정 하한값은  약 0.01 Bq/L 이내 이다.

8) Activity 계산식

  × ××




 



A ; Activity (Bq/L), 

Cs ; sample counts, Cb; background counts, 

t; time, E ; efficiency, V ; volum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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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전알파 방사능량 분석용 α/β 분리 모드로 3회 측정된 α window 측정값

3.2.8 전베타 방사능량 측정

물 시료 중 전베타 방사능함량은 ISO 10703: 2007(부록 9) 또는 APHA 7110:B 

방법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가스비례계수기(Tennelec S5XLB)를 이용하며, 증발잔

류량에 대한 측정효율은 Cs-137을 이용하여 구한다. 지하수 200 mL을 증발시킨 

후 2 inch planchet에 골고루 도포한다. 증발잔류량의 총량이 200 mg이 넘으면, 

그 이하가 되도록 다시 준비한다.

❍ 실험방법

1) 물 시료 200 g을 테플론 비이커에 담고, 70% HNO3 10 mL를 첨가한다.

2) 핫플레이트를 이용하여 60 ℃의 온도로 가열한다.

3) 시료가 완전히 마르기 전인 콜로이드 겔 상태에서 1 N HNO3 2 mL를 넣어 

콜로이드를 녹인 후, 그 용액을 플란쳇에 골고루 퍼지도록 담는다. 이 때, 

플란쳇은 핫플레이트 위에서 80 ℃로 가열해준다.

4) 플란쳇의 시료가 거의 말랐을 무렵 핫플레이트의 온도를 105 ℃로 높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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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정도 더 가열해 준다.

5) 다 마른 시료는 가스비례계수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3.2.9 물 시료 중 Combined 라듐 분석

라듐(Combined Radium: Ra-226 + Ra-228)은 APHA 7500:Ra 2005에 따라 

PbSO4 공침법을 이용한다. 준비된 Pb(Ra)SO4는 딸핵종인 Rn-222가 Ra-226과 같은 

방사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측정용기에 담겨 밀봉된 상태로 30일간 방치한다. 

이 시료는 우물형 고순도게르마늄 감마선검출기를 이용하여 부산물중 감마선 방

출핵종 분석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그림 3.2-10).

❍ 시료준비

1) 시료는 현장에서 pH 2로 산화시킨다. 필요하다면 필터링 후 산화시킨다.

❍ 화학적 분리

1) 3 L 시료에 24 g의 NaSO4와 18 mL의 진한 황산을 넣고, Hot plate에서 

stirring하면서 90℃ 이상으로 가열한다.

2) 100 mgPb/mL의 Lead Carrier 2.0 mL을 서서히 첨가하고, 15분 동안 

stirring 하면서 계속 가열하여 흰색 침전물이 충분히 반응하도록 한다.

3) Stirring Bar를 꺼내고, ice bath 혹은 흐르는 수돗물에서 충분히 식힌다.

4) Membrane filter의 무게를 재고, 침전된 흰색 침전물(lead sulfate)을 필터

링하여 Lead sulfate를 회수한다.

5) Sodium Sulfate Wash Solution으로 비이커와 filter set를 닦아 Lead sulfate

를 완벽히 회수한다.

6) 회수된 lead sulfate와 filter paper를 건조기에서 말린 후 무게를 재고, 감

마선 측정용기에 담아 측정시까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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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조 전후 측정된 질량차이를 이용하여 회수율을 결정한다.

8) Blank 시료는 DIW를 이용하여 시료제작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시료와 동일한 시간 측정한다. 

❍ 감마선 측정

1) 검출기의 효율결정은 정해진 측정용기(6 mL plastic vial) 와 multinuclides 

gamma-ray standard(IPL 7601)를 이용하여 측정효율을 결정한다.

2) 사용된 기기는 상대효율 약 35%의 Canberra GCW3523 well-type HPGe 

gamma detector이다. 이 검출기는 copper liner를 가진 10 cm의 납차폐

체에 의해 외부 방사능을 차단하며, 검출기의 냉각 및 지지체는 극저준

위 방사성 물질로 구성하여 배경 방사선의 검출을 차단한다.

3) 이 방법의 대표적 검출한계는 24시간 측정시 Ra-226의 경우 10 mBq/kg 

그리고 Ra-228의 경우 20 mBq/kg 이다.

❍ 시료의 측정

1) 회수된 lead sulfate와 filter paper가 담긴 밀봉된 6 mL 플라스틱 용기는  

3주 이상 보관하여 Ra-226과 Rn-222과의 방사평형에 도달하도록 한 후 

우물형 감마선 검출기에서 24시간 이상 측정한다.

2) Ra-226은 딸핵종인 Pb-214(295.2 and 352 keV) 와 Bi-214(609.3 keV) peak

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평균값을 이용한다.

3) Ra-228은 직접적인 감마선을 방출하지 않아 딸핵종인 Ac-228(338.3 and 

911.1 keV)의 peak를 분석하여 평균값을 이용한다.

4) 다음 식을 이용하여 방사능 값을 계산한다.

   × ××××








A ; Activity (Bq/L),



- 34 -

Cs ; sample counts, Cb ; background counts,

t ; time, r ; gamma intensity,

E ; efficiency, V ; volume (L), Σf; 기타 보정인자들 

그림 3.2-10. 우물형 감마선 검출기를 이용한 수질시료 측정결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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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수행 결과 및 토의

4.1 업체 개요 및 수리 지질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먹는 샘물 업체들은 2 ~ 6개의 취수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수에 대한 수질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한 52개 항목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성수기인 여름철(5월 ~ 8월)에는 생산일 및 생산시간이 증가하여 계절에 

따른 지하수 처리 용량의 변화가 나타났다. 각 업체별 취수정의 심도와 일일 평균 

처리 용량은 표 4.1-1에 표기하였다. 

업체별 수리 지질 특성은 크게 4가지(경기 변성암 복합체, 화강암질 편마암, 

호상흑운모 편마암, 퇴적암 및 변성퇴적암)로 나눌 수 있다(표 4.1-1). 선캠브리아

기의 경기 변성암 복합체를 기반암으로 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업체들은 A, C, D, 

E, H 로서, 이 중 4개 업체들(A, C, D, E)의 지역 지질은 호상편마암으로 구성된 

경기 변성암 복합체에 중생대 쥬라기 대보화강암류 및 함석류석 흑운모 화강암류

의 관입을 받았다. H 업체는 기반암과 변성사질암인 미산층과 단층으로 접하고 

있다. A 업체의 기반암은 지표로부터 5.5 ~ 31.5 m 아래 지점부터 나타나며 상부

에서 규모가 작은 파쇄1)와 절리2) 등이 많이 나타나고 하부로 갈수록 신선해진다. 

C 업체는 원수 취수정별로 지표 아래 50 ~ 120 m 구간에 6 ~ 13개의 주요 파쇄

대3)가 형성되어 지하수를 저류하고 있으며, 이 중 1호정의 경우 비교적 천부인 

33 ~ 50 m 구간에서도 파쇄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E 업체의 경우, 원수 1호정과 

3호정에서 2개의 큰 파쇄대가 나타나고 원수 2호정에서는 129, 197, 234 m 부근

에서 절리가 다량 분포하고 있다. H 업체의 원수 취수정에서는 46.5, 89.0 ~ 94.5, 

145.7 m에 주요파쇄대가 나타난다.

1) 파쇄:  응력에 의해 암석의 내부 피로도가 쌓여 발생한 암석의 균열. 균열, 절리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
2) 절리: 화성암이 냉각되어 수축할 때 또는 지각 변동을 받았을 때, 암석 내부에 인장응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틈. 주로 

연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발달됨. 
3) 파쇄대: 단층과 같은 외부 응력에 의해 변질된 암석들의 파단면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암반 지하수에서 지하수의 주된 

유동 경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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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F, I, J 업체들은 화강암질 편마암을 기반암으로 하는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B와 J 업체들이 위치한 지역의 기반암은 선캠브리아기 암층이고, 특히 B업

체는 풍화대4)가 매우 두껍게 분포하고 있다. B 업체에서는 취수정마다 1개 이상

의 주요 파쇄대가 지표하 약 25 ~ 170 m에 분포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층 분리에 

의한 암반 파쇄대도 존재하고 있었다. J 업체 역시 취수정마다 78 ~ 227 m 구간

에 발달한 대규모 파쇄대에 지하수가 저류되어 있었다. F 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반암은 시대 미상으로 화강암화 작용을 받아 외관상으로는 화강암과 유사하지만 

엽리5)가 잘 발달되어 있고 잔류물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혼성 페그마타이트질 

편마암,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과 화강암질 편마암이 발달되어 있으며, 미그마타

이트질 편마암은 주로 석영, 흑운모, 백운모로 구성되어 있고 혼성페그마타이트질 

편마암의 구성 광물은 미사장석, 석영, 백운모 및 흑운모이다. F 업체 내 3개의 

취수정에는 4 ~ 7개의 주요 파쇄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그 심도는 주로 63 ~ 130 

m 사이 심도였으나, 3호정은 164 ~ 181 m의 심부까지 파쇄대가 분포하고 있었고, 

4호정에서는 29 ~ 43 m의 비교적 천부 구간에도 파쇄대가 존재하였다. I 업체의 

지역 지질은 기반암에 편마암상화강암과 반화강암이 관입하였으며 백악기 불국사

화성암류가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

G 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기반암은 선캠브리아기 호상흑운모편마암류

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류가 관입하고 신생대 제4기 충적층이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 원수 취수정에 대한 조사 결과 30 ~ 205 m 내외에서 

관찰되는 대규모의 파쇄대에 의해 지하수가 저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퇴적암 및 변성퇴적암을 기반암으로 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업체들은 K, L, 

M 업체들로서 K 업체 지역의 퇴적암은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류와 규장암으로 구

4) 풍화대: 암석이 온도, 대기, 물, 생물 등의 작용에 의해 풍화작용을 받아 그 강도가 약해져 있는 지역으로, 파쇄대와 
함께 지하수 유동의 주된 경로 중 하나임.

5) 엽리: 구성물질의 입도(粒度)나 조성의 차이 때문에 암석 내에 형성된 세밀한 줄무늬 형태의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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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으며 파쇄대는 수평 및 수직 절리의 분포가 많고 지하수량에 결정적 영

향을 미치는 파쇄대는 35.5 ~ 192 m 내외에서 관찰된다. L과 M 업체의 지역 지질

은 변성퇴적암을 기반암으로 하며 캠브리아기의 운교리층과 미동산층을 오르도비

스기 화전리층이 부정합으로 덮고 있고, 이들 변성퇴적암류를 후기에 관입한 청주

화강암과 제 4기 충적층이 부정합으로 피복되어 있다. L 업체의 경우, 취수정마다 

깊이가 다르지만 65.2 ~ 65.7, 86.5 ~ 88.6, 95.9, 106, 108 ~ 109 m에서 주요 파쇄

대 구간이 발달되어 있다. M 업체에서는 원수 취수정마다 16 ~ 24개의 주요 파쇄

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42.6 ~ 52.5, 77.5 ~ 80.1, 100 ~ 110, 131 ~ 134 m 구간에서 

대규모의 파쇄대가 발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질 특성은 각 업체에서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의 연장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의 내용 을 발췌하여 서술하였다. 지하

수 영향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기반암 특성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1:50,000 지질

도의 도폭설명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원수 취수정에 발달한 파쇄대 구간에 대

해서는 지하수 영향조사 당시 실시한 공내 검층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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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기반암 취수정 심도 (m) 관정 용량 (m3/일)

A
경기 변성암 

복합체

원수 1호정 145.4 135

원수 2호정 183.3 144

원수 3호정 148.5 278

B 화강암질 편마암

원수 2호정 189.0 110

원수 3호정 201.0 44

원수 4호정 223.0 175

원수 5호정 243.0 181

원수 6호정 202.0 127

원수 7호정 201.0 173

C
경기 변성암 

복합체

원수 1호정 142.7 133

원수 2호정 149.6 304

원수 3호정* 150.0 103

원수 4호정 150.1 62

D
경기 변성암 

복합체

원수 1호정 142.6 376

원수 2호정 163.1 299

원수 3호정 197.4 98

원수 4호정 162.5 238

원수 5호정 197.3 85

원수 6호정 156.3 201

E
경기 변성암 

복합체

원수 1호정 137.0 330

원수 2호정 246.0 120

원수 3호정 253.0 100

F 화강암질 편마암

원수 1호정 140.0 70

원수 3호정 312.5 120

원수 4호정 340.0 60

표 4.1-1. 업체별 기반암 지질, 취수정 심도 및 원수 취수 용량

*
현재 사용하지 않고 유지 및 관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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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기반암 취수정 심도 (m) 관정 용량 (m3/일)

G
호상 흑운모 

편마암

원수 1호정 181.0 104

원수 2호정 153.0 63

원수 3호정 184.0 61

원수 4호정 218.0 80

H
경기 변성암 

복합체

원수 1호정 200.0 349

원수 2호정 200.0 331

원수 3호정 190.0 687

원수 4호정 200.0 924

원수 5호정 200.0 245

I 화강암질 편마암

원수 1호정 205.0 150

원수 3호정 254.0 480

원수 4호정 224.0 329

J 화강암질 편마암

원수 1호정 169.2 1.1

원수 2호정 238.8 65

원수 3호정 162.2 6.4

원수 5호정 198.5 50

원수 6호정 193.0 20

K 퇴적암

원수 1호정 149.0 78

원수 2호정 188.0 34

원수 3호정 142.0 28

L 변성퇴적암

원수 2호정 150.3 41

원수 3호정 199.1 41

원수 5호정 118.0 400

원수 6호정 57.3 440

원수 7호정 198.2 280

M 변성퇴적암
원수 1호정 134.8 123

원수 2호정 110.5 356

표 4.1-1(계속). 업체별 기반암 지질, 취수정 심도 및 원수 취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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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먹는 샘물 제조 공정

본 연구를 위해 참여한 업체들의 먹는 샘물 제조 공정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micro-size 막여과를 주 공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유해 성분

을 제거하기 위한 활성탄 필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4.2-1).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는 9개의 업체들(A, B, C, D, E, F, G, H, L)은 대부분 취수정으로부

터 취수한 지하수를 원수 저장조에 저장하고 활성탄 필터와 2 ~ 4개의 마이크로 

필터(3 또는 5, 1 ~ 1.2, 0.5 ~ 0.65, 0.2 μm)로 여과한 후 자외선 소독을 시행하

고 병입하는 방식으로 먹는 샘물을 제조한다. 하지만, C 업체는 활성탄 필터가 원

수 저장조 전단계에 위치하였고, L 업체는 여러 단계의 마이크로 필터(3, 1, 0.2 

μm)로 원수를 여과한 후 활성탄 필터로 여과시켰다.

 

활성탄 필터 없이 막여과만 실시하는 4개 업체(I, J, K, M)들은 원수 저장소

에서 2 ~ 4개의 마이크로 필터(3 또는 5, 1, 0.45 ~ 0.5, 0.2 μm)를 거쳐 자외선 

소독 후에 먹는 샘물을 제조하였다. I 업체는 생산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 공정

이 2가지로 구분되었는데,  500 mL와 2 L 용 제품을 생산하는 PET라인(I-1)에서

는 4개의 마이크로 필터(3, 1, 0.5, 0.2 μm)를 사용하여 먹는 샘물을 제조하였으

며, 18.9 L의 대용량 제품을 생산하는 PC라인(I-2)에서는 3개의 마이크로 필터(3, 

1, 0.2 μm)를 사용하는 대신 원수 저장조 전에 백 필터가 존재하였다. I 업체의 

경우 전년도에도 조사를 수행한 업체이나, 전년도까지 사용하던 활성탄 필터를 제

거하고 1 μm 마이크로 필터를 설치하여 제조 공정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

악되었다. 

이 외에도 5개 업체(D, E, H, I, K)에서는 원수 저장조 전에 전처리 필터(백 

필터 및 마이크로 필터)가 존재하였으며, B, F 업체의 경우 처리수 저장조 다음에 

제균용 후처리 필터(0.2 또는 0.3 μm)가 존재하였다. 업체별 세부적인 먹는 샘물 

제조 공정 과정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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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필터(Micro filter [MF]) 또는 백(Bag) 필터가 활성탄 필터 전단계에 설치된 경우

    활성탄 필터(Activated Carbon filter [AC])

그림 4.2-1. 조사 업체들의 먹는 샘물 생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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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먹는 샘물 공정 관련 부산물 발생 현황

본 연구에 참여한 13개 업체들의 먹는 샘물 제조 공정에서는 해외에서 연구

된 것과는 달리, 사용 후 폐필터를 제외한 저장소 슬러지와 배관 스케일 등의 부

산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의 경우 먹는 샘물 공장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라 상수도 보급 또는 하수처리를 위한 대규모 수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판단된다. 상수 또는 하수 처리용 

수처리 시설들은 오염물질의 유입량이 지하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수중의 오염물

질 제거를 위해 응집․  침전과 같은 공법의 사용이 일반적이며, 응집․  침전 공법

을 사용할 경우 슬러지와 같은 고형 침전물 형태의 공정 부산물이 필연적으로 발

생하게 된다. 하지만, 먹는 샘물 공장에서는 불순물이 없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

하며, 처리 공정 또한 물리적 여과만 적용하기 때문에 슬러지의 발생이 없었고, 

용존 물질의 침전이 발생할 정도로 공정 내 체류시간이 길지도 않고, 수리지화학

적 환경 변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활성탄 필터(Activated Carbon filter [AC])는 요

오드 흡착력 테스트를 이용하여 3 ~ 12개월의 교체 주기를 설정하고 있었으나 제

품 생산량과 같은 업체의 가동 상황에 따라 차압 관리를 통해 그 교체 시기가 변

동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상 활성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체들(A, C, E, G, H, L)에서는 3개월 ~ 1

년의 교체주기를 보였지만, D, F 업체는 2 ~ 3년을 사용한 후에 활성탄 필터를 

교체하고 있었다. 입상 활성탄이 아닌 카트리지 타입의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는 

B 업체의 경우 2 ~ 3개월 주기로 필터를 교체하였다. 교체된 활성탄 필터는 교체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데, 대부분의 위탁 업체에서는 수거된 활성탄

을 재활용하기 위해 가열재생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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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필터들(Micro Filter [MF])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3 ~ 6개월의 교체주기로 필터를 교체하고 있었으나, 2개 업체(D, L)에서는 가동 

상황에 따라 최장 12 ~ 14개월까지 사용한 후 필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대부분 업체들에서 교체된 마이크로 필터들은 지정된 폐기물업체에 사업장 폐

기물로 처리를 하였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스티

커의 부착 후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였다(표 4.3-1).

업체 발생 폐기물 처분방식 교체 주기

A
AC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12개월

MF 필터 일반 폐기물로 처리 6개월

B

AC 필터
(카트리지 타입) 폐기물 업체 수거 2 ~ 3개월

MF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3개월

C
AC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6 ~ 7개월

MF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5개월

D
AC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36개월

MF 필터 일반 폐기물로 처리 5 ~ 12개월

E
AC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12 ~ 18개월

MF 필터 스티커 부착 후
생활 폐기물로 처리 3 ~ 12개월

F
AC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24개월

MF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3개월

G
AC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12개월

MF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6개월

H
AC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12개월

MF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6개월

I MF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1 ~ 4개월

J MF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6개월

K MF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4개월

L
AC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12 ~ 24개월

MF 필터 일반 폐기물로 처리 6 ~ 14개월

M MF 필터 폐기물 업체 수거 3개월

표 4.3-1. 업체별 발생 폐기물의 처분방식 및 교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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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질 측정 결과 및 유형

4.4.1 현장 수질

기초 현장 수질 자료는 시료 채취 시 동시에 측정하였다(그림 4.4-1). 2013년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의 일반적인 

현장 수질 측정 결과치의 pH는 5.7 ~ 8.9(평균 7.1), 전기 전도도(EC)는 80 ~ 1000 

μS/cm(평균 350 μS/cm), 산화환원전위(ORP)는 100 ~　400 mV(평균 250 mV)에 

해당된다. 

  

A 업체 현장 수질 측정 모습 E 업체 현장 수질 측정 모습

그림 4.4-1. 현장 수질 측정 모습

원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현장 수질 측정 결과(부록 2), 모든 업체의 수질 

자료는 한국의 평균적인 지하수의 수질 범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수의 

pH는 6.7 ~ 9.3(평균 7.5) 으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중성 혹은 약알칼리성으로 나타

났다. 전기전도도(EC)의 경우 53.1 ~ 449.5 μS/cm(평균 183.3 μS/cm)로 낮은 값을 

보였고, 이는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의 유입이 없는 지하수 환경을 암시한다. 또

한, 산화환원전위(ORP)와 용존 산소(DO) 측정치의 경우, ORP 43.8 ~ 437.1 mV 

(평균 234.0 mV), DO 4.2 ~ 10.7mg/L (평균 8.0 mg/L)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

였으며 이를 통해 원수로 사용되는 지하수가 산화(oxic) 혹은 아산화(suboxic)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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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표 4.4-1).

먹는 샘물 제조 공정 전후의 현장 수질은 대부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제품 제조 공정에 주로 쓰이는 마이크로 필터와 활성탄 필터가 용존

이온의 함량이나 현장 수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K 업체를 포함한 일부 업체에서 처리수의 산화환원전위와 용존산소 함량이 소폭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부 업체의 배관 세척수의 경우 원수인 지하

수, 제품 제조용 처리수보다 용존산소 함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척수 제

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오존처리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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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전
체

최소 11.1 11.1 6.7 43.8 4.2

중앙값 16.0 165.7 7.4 234.9 8.7

평균 15.9 187.3 7.6 250.3 8.9

표준편차 2.1 110.1 0.6 86.3 2.1

최대 23.7 481.0 9.3 460 19.7

원
수

최소 11.1 53.1 6.7 43.8 4.2

중앙값 15.7 163.6 7.3 221.2 8.3

평균 15.4 183.3 7.5 234.0 8.0

표준편차 1.8 108.3 0.6 91.6 1.6

최대 19.0 449.5 9.3 437.1 10.7

처
리
수

최소 11.6 11.1 6.7 113.9 5.8

중앙값 16.2 156.6 7.4 237.7 8.9

평균 16.1 185.2 7.6 256.7 9.1

표준편차 2.2 112.4 0.7 82.1 1.6

최대 23.7 481.0 9.3 449.9 16.5

표 4.4-1. 현장수질 측정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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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용존 이온 분석 결과 및 수질 유형

수질 시료의 주요 이온 성분 분석 결과는 표 4.4-2에 요약하였다. 전체 물 

시료들의 주요 양이온 성분인 K, Na, Ca, Mg, Si의 농도는 각각 0.4 ~ 7.5(평균 

1.2), 1.1 ~ 29.7(평균 9.1), 4.5 ~ 50.6(평균 19.9), 0.6 ~ 30.0(평균 5.0), 4.1 ~ 11.9 

mg/L(평균 8.5 mg/L)의 범위로 나타났다. 주요 음이온인 F, Cl, NO3, SO4의 경우, 

각각 0.0 ~ 1.6(평균 0.3), 1.3 ~ 55.6(평균 10.2), 0.0 ~ 21.2(평균 6.8), 1.1 ~ 28.3 

mg/L (평균 10.4 mg/L)의 농도 범위로 나타났으며, HCO3는 29.3 ~ 140.1 mg/L(평

균 71.2 mg/L)의 범위를 보여주었다(업체별 자료는 부록 3에 수록). 이와 같은 용

존 이온 함량은 한국의 4,100여개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의 용존 이

온 분포 범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Shin et al., 2016), 오염되지 않은 일반적인 

지하수 환경을 지시한다. 

먹는 샘물 제조 공정 전후의 용존 이온 함량 비교 결과, 각기 다른 관정으로

부터 취수되어 이온 함량이 서로 다른 원수들이 혼합되는 원수 저장조에서만 희

석에 의한 이온 함량의 변화가 보일 뿐, 그 이후 공정에서는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그림 4.4-2, 그림 4.4-3). 이러한 경향은 조사 기간 중 마이크로 필터와 활

성탄 필터를 교체하여 필터 교체 전후의 시료 채취가 가능했던 4개 업체(B, C, F, 

G) 중 용존 이온 분석이 가능한 3개 업체 (B, C, G)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고, 

이는 마이크로 필터와 활성탄 필터가 주요 음양이온의 농도 변화에 영향을 끼치

지 않는다는 것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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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주 양이온 주 음이온

K Na Ca Mg Si F Cl NO3 SO4 HCO3

전
체

최소 0.4 1.1 4.5 0.6 4.1 0.0 1.3 0.0 1.1 29.3

중앙값 0.7 6.7 15.1 2.6 9.0 0.2 5.8 6.0 8.9 69.2

평균 1.2 9.1 19.9 5.0 8.5 0.3 10.2 6.8 10.4 71.2

표준편차 1.7 6.8 13.0 7.3 2.1 0.3 11.2 4.8 7.2 27.7

최대 7.5 29.7 50.6 30.0 11.9 1.6 55.6 21.2 28.3 140.1

원
수

최소 0.4 1.1 4.5 0.6 4.1 0.0 1.3 0.6 1.1 29.3

중앙값 0.7 6.0 14.8 2.6 8.7 0.2 4.4 6.3 7.8 63.3

평균 1.4 7.7 19.1 5.6 8.5 0.3 9.9 7.0 10.0 68.9

표준편차 1.9 5.5 13.0 8.1 2.2 0.3 12.5 5.3 7.7 28.7

최대 7.5 29.7 50.6 29.8 11.6 1.6 55.6 21.2 28.3 137.5

처
리
수

최소 0.4 1.2 4.8 0.7 4.5 0.0 1.5 0.0 1.4 33.3

중앙값 0.7 6.8 15.1 2.5 9.4 0.2 5.9 5.9 8.9 70.2

평균 1.2 9.8 19.5 4.8 8.6 0.3 10.4 6.7 10.7 70.3

표준편차 1.6 7.4 12.7 7.0 2.1 0.3 10.9 4.8 7.1 26.1

최대 7.1 29.6 47.7 30.0 11.9 1.3 39.7 18.9 26.4 119.5

표 4.4-2. 주요 이온 성분 분석 결과 요약(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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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 필터 교체 전, X-b: 필터 교체 후, I-1: PET 생산용, I-2: PC 생산용

그림 4.4-2. 먹는 샘물 제조 공정 전후 양이온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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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 필터 교체 전, X-b: 필터 교체 후, I-1: PET 생산용, I-2: PC 생산용

그림 4.4-3. 먹는 샘물 제조 공정 전후 음이온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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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음양이온 분석결과를 Piper diagram에 도시하여 수질 시료들의 수질 유

형을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음양이온 함량을 당량비로 환산하였으며, 이를 

백분율로 변환한 후에 Piper diagram에 도시하였다(업체별 diagram은 부록 4에 수

록). 도시 결과, Na-HCO3 유형인 I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채수한 시료의 

수질 유형은 Ca-HCO3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4-4). 이는 일반적으로 외

부 오염의 유입이 차단되어 있는 지하수에서 주로 관찰되는 수질 유형으로 자연

적인 지하수의 수질 유형에 해당한다. 

I 업체의 경우 PET와 PC 공정 라인에서 각각 채수한 시료 분석 결과를 이용

하여 도시한 결과, PC 공정 라인에서 Na+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검출되었

고 PET 공정 라인에서는 Ca2+의 농도가 더 높게 측정되었지만(부록 3 표 A3-9), 

두 라인의 시료 모두 Na-HCO3형에 속하였다(그림 4.4-5). 이러한 농도 차이는 

PET공정(원수 1, 3호정)과 PC공정(원수 4호정)이 서로 다른 관정의 지하수를 원수

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모두 비교적 심부의 지하수 유형을 나타낸다. 

각각의 업체에서 원수 저장조로부터 지하수들의 혼합이 이뤄진 후에는 마이

크로필터와 활성탄 필터 등의 제조 공정을 거쳐도 수질 유형에는 변화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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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대표적인 Ca-HCO3 수질 유형 예시 (A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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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T 제품 생산 공정 채취 시료의 Piper diagram

(b) PC 제품 생산 공정 채취 시료의 Piper diagram

그림 4.4-5. I 업체의 수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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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 중금속의 경우,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인 비소(As), 카드뮴(Cd), 철(Fe), 

망간(Mn), 크롬(Cr), 구리(Cu), 납(Pb) 및 아연(Zn)의 결과를 표시하였다(부록 5).  

조사된 대부분의 물 시료들에서 환경부와 US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먹는 물 중금속 농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표 4.4-3). 하지만 L 

업체의 원수 1개 시료에서 비소 항목의 농도가 10.7 μg/L로서 먹는 물 기준치를 

다소 초과하였다. L 업체의 경우, 기반암이 변성퇴적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주변에는 중금속의 부하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흑색 셰일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수 내 비소는 해당 지질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L 업체

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비소는 원수 저장조에서 혼합된 이후에는 수질 기준 이

하의 농도값을 보였다. L 업체 이외에도 수질 기준을 초과하진 않았지만 이에 근

접하여 비소가 검출되는 지하수 관정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이는 지질 기원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스트론튬(Sr)과 세슘(Cs)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으나 스트론튬은 

A와 G업체에서 각각 최대 0.54, 0.86 mg/L로 검출되었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극히 

낮은 값으로 검출되었다. 세슘의 경우 K 업체에서 최대 2.9 μg/L까지 검출되었으

나 나머지 업체들에서는 대부분 검출한계 미만 또는 검출한계 부근의 함량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량 중금속 역시, 각각의 업체의 원수 저장조에서 지하수들의 혼합이 이뤄

진 후에는 마이크로 필터와 활성탄 필터 등의 제조 공정을 거치더라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들(D, E, H, K, M)의 처리수에서 구리나 

아연의 농도가 원수보다 증가된 경향이 발견되는데(부록 5),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B, C 업체의 경우 필터 교체 전 구리와 

아연의 농도가 원수보다 처리수에서 4 ~ 26배 높았지만 필터 교체 후에는 처리수

에서의 농도가 원수보다 감소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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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d Fe Mn Cr Cu Pb Zn

수
질
기
준

한국 10 5 300 300 50 1000 10 -

미국 10 5 - 1000 100 1300 15 -

전
체

최소 0.0 0.0 0.0 0.0 0.0 0.0 0.0 0.0

중앙값 0.9 0.0 0.0 0.1 0.2 0.3 0.1 1.8

평균 1.5 0.0 0.0 0.5 0.2 2.5 0.2 2.6

표준편차 2.0 0.0 0.0 1.4 0.4 4.8 0.2 3.0

최대 10.7 0.0 0.0 12.4 4.3 25.6 1.4 18.0

원
수

최소 0.0 0.0 0.0 0.0 0.0 0.0 0.0 0.0

중앙값 0.0 0.0 0.0 0.1 0.2 0.3 0.0 1.8

평균 1.1 0.0 0.0 0.5 0.3 2.3 0.2 2.8

표준편차 1.7 0.0 0.0 1.3 0.6 4.0 0.3 3.6

최대 7.6 0.0 0.0 7.4 4.3 17.9 1.4 16.7

처
리
수

최소 0.0 0.0 0.0 0.0 0.0 0.0 0.0 0.0

중앙값 1.0 0.0 0.0 0.1 0.1 0.3 0.1 1.8

평균 1.4 0.0 0.0 0.5 0.1 2.5 0.2 2.5

표준편차 1.7 0.0 0.0 1.5 0.2 5.2 0.2 2.7

최대 5.7 0.0 0.0 12.4 0.6 25.6 0.9 18.0

표 4.4-3. 미량 중금속 분석 결과 요약(μ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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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천연 방사성 핵종 분석 결과

4.5.1 원수, 처리수, 및 제품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원수와 처리수를 비롯한 물 시료 내 천연 방사성 원소 함량에 대한 분석 결

과, Ra-226, Ra-228, Th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한계 미만이거나 검출한계와 유사

한 수준의 매우 낮은 값으로 검출되었다(업체별 자료는 부록 6에 수록). Gross 

alpha와 gross beta 역시, WHO와 US EPA에서 지정한 수질기준보다 매우 낮은 값

으로 검출되었다. 우라늄과 라돈은 전체 수질시료에서 각각 0.0 ~ 116.6 μg/L(0.0 

~ 1.44 Bq/L, 평균 8.8 μg/L(평균 0.11 Bq/L)), 1.4 ~ 376.1 Bq/L(평균 56.4 Bq/L)의 

범위로 검출되었다(표 4.5-1). 시료들을 원수인 지하수와 처리수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지하수에서는 우라늄이 0.1 ~ 116.6 μg/L(0.00 ~ 1.44 Bq/L, 평균 10.9 μ

g/L(평균 0.13 Bq/L))의 범위로, 라돈은 18.6 ~ 376.1 Bq/L(평균 93.9 Bq/L)의 범위

로 존재하는 반면, 공정 처리수에서는 우라늄은 0.0 ~ 63.2 μg/L(0.00 ~ 0.78 

Bq/L, 평균 8.3 μg/L(평균 0.10 Bq/L))의 범위로, 라돈은 1.4 ~ 128.9 Bq/L(평균 

32.0 Bq/L)의 범위로 나타나 원수보다 이들 원소의 함량이 낮았다. 

국내외 천연방사성핵종 수질 기준치와 비교할 때 우라늄은 수질 기준인 30 

μg/L(0.37 Bq/L)를 초과하는 시료가 총 3개 업체에서 19개 시료가 발견되었다. 이 

중 원수는 3개 업체(B, E, G) 7개 시료에서 초과하였고, 처리 공정 중 채수한 시

료의 경우 2개 업체(E, G)에서 초과하였다(부록 6). 라돈은 5개 업체(A, B, C, D, 

E)의 지하수 시료 11개에서만 초과하였고, 처리수에서는 권고 기준인 148 Bq/L을 

초과한 시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부록 6). 이와 같은 결과는 1개의 지하수 시료에

서만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하였던 전년도 조사 결과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처럼 수질 내 우라늄, 라돈의 함량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시점에 

따른 계절적 영향(건기와 우기) 등 다른 인자들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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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수
질
기
준

한국 - - - 0.37 30 -

미국 0.19 (Combined) 148 0.56 4 
mrem/yr 0.37 30 -

WHO 0.5 1 0.37 30 -

전
체

최소 0.00 0.00 1.4 0.0 0.0 0.00 0.0 0.0

중앙값 0.00 0.00 41.9 0.0 0.0 0.02 1.8 0.0

평균 0.01 0.00 56.4 0.0 0.0 0.11 8.8 0.0

표준편차 0.01 0.01 57.0 0.0 0.1 0.22 17.8 0.0

최대 0.02 0.02 376.1 0.1 0.2 1.44 116.6 0.0

원
수

최소 0.00 0.00 15.1 - - 0.00 0.1 0.0

중앙값 0.01 0.00 74.5 - - 0.01 1.0 0.0

평균 0.01 0.00 93.9 - - 0.12 10.9 0.0

표준편차 0.01 0.01 69.0 - - 0.29 23.2 0.0

최대 0.02 0.02 376.1 - - 1.44 116.6 0.0

처
리
수

최소 0.00 0.00 1.4 0.0 0.0 0.00 0.0 0.0

중앙값 0.01 0.00 22.8 0.0 0.0 0.02 2.0 0.0

평균 0.01 0.00 32.0 0.0 0.0 0.10 8.3 0.0

표준편차 0.01 0.01 28.1 0.0 0.1 0.17 13.7 0.0

최대 0.02 0.02 128.9 0.1 0.2 0.78 63.2 0.0

표 4.5-1. 수질 시료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요약

  * ICP-MS로 측정한 우라늄 분석결과를 환산한 값

본 연구에서 조사된 먹는 샘물 업체들은 처리 공정 중 활성탄 필터의 사용 

유무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활성탄 필터와 마이크로 필터를 사

용하는 업체(A, B, C, D, E, F, G, H, L)와 마이크로 필터만 사용하는 업체(I, J, K, 

M)로 구분하여 우라늄과 라돈의 분석 결과를 도시하였다(그림 4.5-1). 그 결과, 물 

시료 중 라돈 함량은 필터 구분과 관계없이 모든 업체의 처리수에서 원수보다 감

소한 것에 비해, 우라늄의 경우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처리수 내 우

라늄 농도가 감소하거나 원수와 비슷하게 유지된 반면, 마이크로 필터만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우라늄 농도의 감소 현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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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돈 함량 비교

(b) 우라늄 함량 비교

X-a: 필터 교체 전, X-b: 필터 교체 후, I-1: PET 공정라인, I-2: PC 공정라인

그림 4.5-1. 먹는 샘물 제조 업체에 따른 원수(관정별 평균)와 처리수 내 (a) 

라돈, (b) 우라늄의  함량 비교

마이크로 필터만 
사용하는 업체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는 업체

Rn-222 권고치
(US EPA) 148 Bq/L

U 규제치 (WHO)
30 μg/L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는 업체 마이크로 필터만 
사용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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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중 필터를 교체한 4개 업체(B, C, F, G)에서 필터 교체 전, 후의 

시료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표 4.5-2), 활성탄 필터와 마이크로 필터를 교체한 B 

업체에서는 필터 교체 전에는 우라늄이 감소하지 않았으나, 필터 교체 후에는 소

량이지만 우라늄이 감소하였다. 활성탄 필터만 교체한 C 업체에서도 필터 교체 

후에만 우라늄 감소 현상이 확인되었다. G 업체에서는 전처리 필터와 활성탄 필

터, 2단계의 마이크로 필터를 교체하였는데, 필터 교체 전, 후 두 가지 경우 모두 

활성탄 필터를 통과한 물에서만 우라늄이 감소하였고, 나머지 공정에서는 유의미

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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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채수지점
교체 전 교체 후

Rn-222
(Bq/L)

U
(㎍/L)

U***

(Bq/L)
Rn-222
(Bq/L)

U
(㎍/L)

U***

(Bq/L)

B 원수 저장조 35.4 6.50 0.08 51.6 6.03 0.07 

활성탄 필터* 48.7 6.64 0.08 72.1 5.06 0.06 

3차 MF (1㎛)* 48.8 7.40 0.09 51.6 4.94 0.06 

4차 MF (0.5㎛)* 62.6 7.17 0.09 49.1 4.69 0.06 

처리수 저장조 44.2 7.20 0.09 65.5 4.95 0.06 

5차 MF (0.3㎛)* 57.0 7.68 0.09 66.3 4.52 0.06 

C 2호정** 97.3 0.42 0.01 88.8 4.46 0.06 

원수저장조 91.1 0.42 0.01 44.6 3.64 0.04 

1차 MF (1㎛) 50.1 0.40 0.00 44.5 3.64 0.04 

2차 MF (0.2㎛) 49.4 0.42 0.01 49.3 3.69 0.05 

F 원수 저장조 n.a. 1.68 0.02 43.0 0.55 0.01 

활성탄 필터 n.a. 1.48 0.02 3.6 0.04 0.00 

1차 MF (1㎛)* n.a. 0.06 0.00 3.2 0.03 0.00 

2차 MF (0.5㎛)* n.a. 0.07 0.00 3.6 0.03 0.00 

3차 MF (0.2㎛)* n.a. 0.09 0.00 3.6 0.03 0.00 

4차 MF (0.65㎛)* n.a. 0.09 0.00 3.4 0.02 0.00 

처리수 저장조 n.a. 0.10 0.00 1.4 0.02 0.00 

G 원수 저장조 32.1 43.23 0.53 30.0 43.21 0.53 

전처리필터 (5㎛)* 35.8 42.04 0.52 28.3 39.64 0.49 

활성탄 필터* 24.1 33.98 0.42 21.8 34.65 0.43 

1차 MF (3㎛)* 25.2 34.66 0.43 n.a. n.a. n.a.

2차 MF (1㎛)* 15.1 35.12 0.43 n.a. n.a. n.a.

3차 MF (0.5㎛) 9.1 34.69 0.43 n.a. n.a. n.a.

4차 MF (0.2㎛) 7.7 37.08 0.46 15.1 35.07 0.43 

표 4.5-2. 필터 교체 전, 후 우라늄 및 라돈 함량 비교 

  n.a. not analyzed

  * 교체된 필터

  ** 2호정과 연결되어 있는 활성탄 필터를 교체

  *** ICP-MS로 측정한 우라늄 분석결과를 환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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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정 이후 채수한 물 시료의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라돈은 다양한 

함량을 갖는 지하수가 원수 저장조에 혼합되면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처

리 공정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4.5-2, 그림 4.5-3, 그림 4.5-4). 

원수 저장조에서의 라돈 감소폭은 지하수 내 라돈 함량의 최소값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한 혼합에 의한 희석의 영향이

라고 설명하긴 어렵다. 따라서 원수 저장조에서의 라돈 변화는 1) 지하수의 혼합 

및 희석 현상과 원수 저장조에서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2) 수중 라돈이 기상

으로 탈기 현상, 3) 체류 시간 증가에 따른 수중 라돈의 방사성 붕괴가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중에서 혼합보다는 탈기와 방사성 붕괴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의 경우, 원수 저장조에서 검출된 농도가 지하수 내 우라늄 농도들의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단순 혼합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며, 지하수의 혼합비에 따라 농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희

석 현상은 지하수 내 우라늄 농도가 1.4 ~ 41.6 μg/L(0.02 ~ 0.51 Bq/L, 평균 9.1 

μg/L(평균 0.11 Bq/L))범위로 다양하게 검출된 B 업체의 원수 저장조에서 채수한 

시료의 우라늄 농도가 6.5 μg/L(0.08 Bq/L)인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수 

저장조 이후에는 활성탄 필터를 거치면서 변화가 있었으며, 마이크로 필터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수중 우라늄이 마이크로 필터에 의해서

는 제거될 수 없는 반면, 활성탄에 의해서는 제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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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활성탄 필터 및 마이크로 필터를 사용하는 업체 중 원수 

저장조 앞 공정에 전처리 필터가 존재하는 업체들의 공정별 (a) 

라돈 및 (b) 우라늄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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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활성탄 필터 및 마이크로 필터를 사용하는 업체 중 원수 

저장조 뒤 공정에 전처리 필터가 존재하는 업체들의 공정별 (a) 

라돈 및 (b) 우라늄 함량 변화



- 64 -

그림 4.5-4. 마이크로 필터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공정별 (a) 라돈 및 (b) 

우라늄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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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업체들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A 업체는 원수 저장조에서 

55.5 Bq/L까지 감소하였던 라돈 함량이 활성탄 필터와 마이크로 필터를 거치면서 

106.8 Bq/L로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정 과정에서 탈기한 라돈의 재

용해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의 경우 원수 저장조에서 

혼합에 의해 7.5 μg/L(0.09 Bq/L)로 감소하였고, 활성탄 필터를 거치면서 다시 6.5 

μg/L(0.08 Bq/L)로 감소하였으나 마이크로 필터를 거치면서는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B 업체의 경우 원수인 지하수 내 라돈은 75 ~ 178 Bq/L의 범위였으나, 원

수 저장조에서 35.4 Bq/L으로 감소하였고, 이후에는 소폭의 증가 현상이 발생하였

다. 우라늄은 지하수에서 1.4 ~ 41.6 μg/L(0.02 ~ 0.51 Bq/L) 범위였으나, 원수 저

장조에서 6.5 μg/L(0.08 Bq/L)로 감소하였고, 활성탄 필터에서 유사한 값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활성탄 필터를 교체한 이후 채취한 시료에서는 원수 저장조에서 

6.0μg/L(0.07 Bq/L)이던 농도가 5.1 μg/L(0.06 Bq/L)로 감소하여, 활성탄 필터의 

영향으로 우라늄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4.5-5). B 업체는 전년도

에도 조사가 수행된 업체였는데, 전년도의 경우 우라늄이 원수 4호정에서 최대 

7.1 μg/L(0.09 Bq/L)까지 검출된 데 비해, 금년에는 동일한 4호정에서 전년도 결

과에 비해 약 6배(41.6 μg/L(0.51 Bq/L)) 높게 검출되었고, 라돈은 전년도 결과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5-6). E 업체의 경우 라돈과 우라늄이 원수

인 지하수에서는 각각 최대 243 Bq/L, 116 μg/L(1.43 Bq/L)까지 검출되었으나, 원

수 저장조에서는 각각 61.4 Bq/L, 63.0 μg/L(0.78 Bq/L)으로 감소하였다(그림 

4.5-7). 우라늄 농도는 활성탄 필터에서 27.3 μg/L(0.34 Bq/L)로 약 57%가 감소하

였고, 이후 공정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G 업체에서는, 라돈의 경우 위에서 

타 업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수 저장조에서 가장 감소한 이후 공정을 거치면

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우라늄은 지하수에서는 26.5 ~ 56.9 μ

g/L(0.33 ~ 0.70 Bq/L) 범위였으나 원수 저장조에서 43.2 μg/L(0.53 Bq/L), 활성탄 

필터에서는 34.0 μg/L(0.42 Bq/L)으로 감소하였다. G 업체의 마이크로 필터를 교

체한 후 채수한 시료에서는 교체 전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는데, 이는 마이

크로 필터의 우라늄 제거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그림 4.5-8). G 업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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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조사를 수행한 업체이었는데, 전년도 보다 약 10배 이상 우라늄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5-9). 

그림 4.5-5. B 업체의 필터 교체 전후 (a) 라돈 및 (b) 우라늄 함량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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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 B 업체의 2015년과 2016년 (a) 라돈 및 (b) 우라늄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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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7. E 업체의 2015년과 2016년 (a) 라돈 및 (b) 우라늄 함량 변화



- 69 -

그림 4.5-8. G 업체의 필터 교체 전후 (a) 라돈 및 (b) 우라늄 함량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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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9. G 업체의 2015년과 2016년 (a) 라돈 및 (b) 우라늄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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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표면 방사선량률

본 연구에서 조사한 먹는 샘물 업체들의 제조 공정 중 먹는 물 처리 설비에

서 방출되는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 휴대용 표면방사선 계측기(Model 44-10, 

Ludlum Measurements Inc., USA)를 이용하여 처리 설비의 표면에서 표면 방사선

량률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조사 대상 먹는 샘물 업체들의 배경 방사선률은 

0.09 ~ 0.25 μSv/hr의 범위였으며, 전처리 필터, 활성탄 필터, 그리고 일부 마이크

로 필터를 제외한 모든 먹는 물 처리 설비에서 측정한 표면 방사선량률은 대부분 

배경값과 유사한 값이 측정되었다(업체별 자료는 부록 7에 수록). 활성탄 필터와 

마이크로 필터를 함께 사용하는 업체(A, B, C, D, E, F, G, H, L)들은 대부분 활성

탄 필터 하우징에서 표면 방사선량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그림 

4.5-10), 마이크로 필터만 사용하는 업체(I, J, K, M)에서는 제조 공정상 처음 위치

하는 1차 마이크로 필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그림 4.5-11). 이 중, 필

터 교체 전과 후를 조사한 3개 업체(B, C, G)들은 필터 교체 후의 표면 방사선량

률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그림 4.5-12). F 업체의 경우 필터 교체 전의 현장 

조사가 불가능하여 필터 교체 후의 표면 방사선량률만 나타내었다.

A 업체에서는 활성탄 필터에서 표면 방사선량률이 가장 높았다가(1.65 μ

Sv/hr)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활성탄 필터의 하부에서 측정한 값(0.3 μ

Sv/hr)보다 상부(1.48 ~ 1.65 μSv/hr)에서 측정한 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부록 7). 

B 업체 역시 활성탄 필터에서 표면 방사선량률이 1.98 μSv/hr로 가장 높았는데, 

이 수치는 전년도 조사에서 검출된 2.87 μSv/hr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

성탄 필터 교체 직후, 가동하지 않은 하우징의 표면 방사선량률이 0.13 μSv/hr로 

감소하였지만(부록 7 표 A7-3) 생산 시설 가동 3일 후에 1.47 μSv/hr로 필터 교

체 전(1.98 μSv/hr)과 비슷한 수준의 값을 보였다(그림 4.5-12 (a)). 이는 B 업체 

활성탄 필터에서 측정한 표면 방사선량률이 필터 하우징이나 물에서 발생하는 방

사능이 아니라 필터에서 발생함을 암시하며, 제조 공정 가동 및 필터 사용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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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표면 방사선량률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C 업체의 표면 방사선량률은 원수 2호정에 존재하는 활성탄 필터 하우징에

서부터 점점 증가하여 1차(1.0 ㎛) 마이크로 필터에서 가장 높았다. C 업체에서 

활성탄 필터를 교체한 후 표면 방사선량률을 측정한 결과, 활성탄 필터의 하우징

에서는 0.76 μSv/hr에서 0.13 μSv/hr으로 감소하였으나, 1차(1.0 ㎛) 마이크로 필

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4.5-12 (b)). D 업체는 각 원수 취수정에 

설치되어 있는 전처리용 5 ㎛ 마이크로 필터 하우징에서 0.24 ~ 1.47 μSv/hr의 

값을 보이는데(부록 7 표 A7-5), 이는 0.13 ~ 0.15 μSv/hr 범위로 측정된 원수 취

수정의 표면 방사선량률보다 최소 1.8 배 이상 (최대 9.2배) 증가한 것이다. D 업

체의 활성탄 필터 하우징에서 가장 높은 5.25 μSv/hr 표면 방사선량률이 측정되

었고,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E 업체의 경우, 원수 2호정의 전처리용 백필터, 

외부 원수탱크, 활성탄 필터 하우징의 표면 방사선량률이 각각 1.18, 0.56, 3.44 μ

Sv/hr로 배경값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부록 7 표 A7-6). 

F, G 업체들은 활성탄 필터 하우징의 표면 방사선량률이 작년도 결과와 비

교하였을 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부록 7). F 업체의 경우, 작년에는 활성탄 필

터 하우징에서 최대 0.29 μSv/hr의 표면방사선률을 나타냈으나, 전체적으로는 배

경값과 유사한 수준이었던 반면, 금년의 조사에서는 배경치보다 약 6배 증가한 

1.35 μSv/hr의 표면 방사선량률을 보였다. G 업체에서는 작년의 경우 전처리용 5 

㎛ 마이크로 필터 하우징에서 최대 1.60 μSv/hr의 표면방사선률이 측정되었으나, 

금년에는 전처리 필터에서 4.68 μSv/hr로 크게 증가하였다. G 업체에서 전처리 

필터를 교체한 후 측정한 결과, 0.42 μSv/hr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그림 4.5-12 

(c)). H 업체는 백 필터와 활성탄 필터 하우징에서 각각 0.23 ~ 0.54 μSv/hr, 0.57 

μSv/hr의 범위의 표면 방사선량률을 보였고, 2개의 제조라인이 있는 L 업체의 경

우 제조라인과는 관계없이 활성탄 필터 하우징에서 최대 1.88 μSv/hr로 표면 방

사선량률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활성탄 필터 이전의 3.0 ㎛ 마이크로 필터 하

우징에서도 각각 0.73, 1.20 μSv/hr로 비교적 높은 표면 방사선량률을 보였다(부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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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탄 여과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I, J, K, M)들 역시 필터 유형과는 

관계없이 공정의 앞 부분에 설치된, 주로 백 필터와 1차 마이크로 필터 하우징에

서 높은 표면 방사선량률을 보였다(그림 4.5-11). I 업체의 PET라인은 1차(3 ㎛), 3

차 (0.5 ㎛) 마이크로 필터 하우징에서 0.3과 0.58 μSv/hr로 표면 방사선량률이 배

경치보다 증가하였고, PC라인에서는 백 필터(5 ㎛)와 1차(3 ㎛) 마이크로 필터 하

우징에서 각각 0.76, 1.31 μSv/hr으로 배경치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 업

체에서는 1차(5 ㎛), 2차(3 ㎛) 마이크로 필터 하우징에서 배경치보다 높은 0.38과 

0.40 μSv/hr의 표면 방사선량률을 보였고 K 업체에서는 원수 저장조 이전의 전처

리 필터(1 ㎛)와 1차(0.5 ㎛) 마이크로 필터 하우징에서, M 업체에서는 1차(3 μm) 

마이크로 필터 하우징에서 배경치보다 높은 표면 방사선량률이 측정되었다.

먹는 샘물의 제조 방식, 필터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제조 공정 중 앞쪽에 설

치된 필터(전처리 필터, 활성탄 필터, 1차 마이크로 필터)에서 배경치보다 높은 표

면 방사선량률이 측정되었고, 특히 대부분의 업체에서 원수 저장조 이후의 첫 번

째 먹는 물 처리 설비에서 가장 높은 표면 방사선량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필터를 교체한 이후 측정한 결과에서는 표면 방사선량률이 필터 교체 전보다 감

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과 앞서 공정별 천연방사성핵종 조사에서 원수 저장조

를 거친 후에 라돈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원수 저장조

에서 발생한 라돈의 방사성 붕괴산물들이 원수 저장조 후의 필터에 침적되어 표

면 방사선량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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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0. 활성탄 필터 사용 업체들 중 원수 저장조 (a) 앞 공정에 

전처리 필터가 존재하는 업체 (A, B, C, D, E, H), (b) 뒤 공정에 

전처리 필터가 존재하는 업체 (F, G, L)의 수처리 설비 하우징의 

표면 방사선량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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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1. 마이크로 필터만 사용하는 업체들(I, J, K, M)의 수처리 설비 

하우징의 표면 방사선량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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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필터 교체 전후 B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b) 필터 교체 전후 C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X-a: 필터 교체 전, X-b: 필터 교체 후, *: 교체된 필터

그림 4.5-12. 필터 교체 전후 공정별 표면 방사선량률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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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필터 교체 전후 G 업체 표면방사선량률

X-a: 필터 교체 전, X-b: 필터 교체 후, *: 교체된 필터

그림 4.5-12(계속). 필터 교체 전후 공정별 표면방사선량률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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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처리 설비 표면에서 배경치보다 높게 측정되는 선량률의 원인이 

되는 방사성 핵종을 정성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3 inch NaI 방사능 검출기(Alpha 

Spectra, Inc. 12I12/3)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그림 4.5-13). 먹는 샘물 업체 중 8개 

업체(C, D, E, G, H, I, J, K, L)의 수처리 설비 표면에서 측정한 결과, Pb-214, 

Bi-214, Ac-228, Tl-208과 K-40의 5가지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었다(그림 4.5-14, 

부록 8). 먹는 샘물 처리 시설의 구조 및 주변 시설의 영향과 측정위치에 따른 선

량변화 등의 원인 때문에 정량 분석은 어려웠으나, 높은 선량률의 원인이 되는 방

사성 핵종의 규명과 각 시설별 방사능량의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였다. 

NaI 방사능검출기 현장 방사능 측정

그림 4.5-13. 표면방사선 선원 파악용 계측

대표적으로 E 업체에서 측정한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그림 4.5-14), 전

체적인 방사능의 규모는 지하수 관정과 원수 저장조의 백 필터, 활성탄 필터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마이크로 필터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G 업체의 경

우(그림 4.5-15) 원수 취수정에서는 방사능의 규모가 차이나지 않았으나, 공정 라

인에서는 전처리 필터에서 가장 높았다가 이후 공정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외에도, 필터 교체 전후로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한 C 업체의 경우 교체 

전보다 교체 후의 필터류에서 모두 방사능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났다(그림 

4.5-16). 이와 같은 경향은 앞서 언급한 휴대용 표면방사선 계측기 결과와 유사하

다(그림 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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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높은 표면 선량률을 나타내는 설비에서 우라늄-238의 붕괴 계열인 

Pb-214와 Bi-214가, 토륨-232의 붕괴 계열인 Ac-228과 Tl-208이 높은 수준으로 검

출되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이지만 K-40이 동시에 검출되었다. 검출된 

방사성 핵종들 중 K-40을 제외한 나머지 핵종들은 반감기가 3분(Tl-208) ~ 6.1시

간(Ac-228)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사용 후 폐필터를 직접 수거하여 실시한 분석

에서는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핵종들이었다. 반면 배경방사능과 원수에

서는 K-40과 510 keV의 annihilation peak만 인식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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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4. E 업체의 수처리 설비별 감마선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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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5. G 업체의 (a) 원수 취수정과 (b) 공정 라인에서의 감마선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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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6. C 업체의 필터 교체 전후 감마선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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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필터 내 천연방사성 핵종

10개 업체(A, B, C, E, F, G, H, I, K, L)로부터 약 20여개의 사용 후 폐필터

를 수거하여 필터 내 천연 방사성 핵종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우선, 우물형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Pb-210와 같은 감마선 방출 핵종의 함량을 측정하였고, 

ICP-MS를 이용하여 우라늄과 토륨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HPGe 측정 결과, 사용 후 폐필터에서 Pb-210, Po-210, Th-234와 같은 감마

선 방출 핵종이 검출되었고, 그 함량은 G 업체에서 수거한 전처리 필터에서 각각 

30.0, 7.8, 3.7 Bq/g의 최대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5-17). 생활주변 방사

선 안전 관리법에서 지정한 공정 부산물에 대한 방사능 기준인 1 Bq/g과 비교하

였을 때, Pb-210은 6개 업체(A, F, G, I, K, L)에서 수거한 10개의 마이크로 필터와 

1개 업체(B)의 활성탄 필터에서 1 Bq/g을 초과하였고, Po-210은 4개 업체(A, G, I, 

L)의 마이크로 필터와 1개 업체(B)의 활성탄 필터에서 초과하였다. Th-234의 경우 

G 업체의 전처리 필터와, B 업체의 활성탄 필터에서만 1 Bq/g을 초과하였다. 전

체적으로 Pb-210의 함량 및 초과율이 높았으며, 그 뒤를 Po-210과 Th-234의 순으

로 높았다. 

우라늄과 토륨의 경우, 대부분 사용 후 폐필터에서 1 ㎍/g 미만의 소량만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 업체의 사용 후 활성탄 필터에서 우라늄이 최대 

162.4 ㎍/g의 함량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그림 4.5-17). B 업체에서 측정된 우

라늄의 함량을 방사능 단위인 Bq/g으로 환산할 경우, 162.4 ㎍/g의 농도는 최대 

0.71 Bq/g으로 해당되며, 이는 사용 후 폐필터 내 우라늄과 토륨은 공정부산물에 

대한 방사능 기준인 1 Bq/g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 후 폐필터 내 방사성 핵종들의 함량은 필터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이크

로 필터와 활성탄 필터 모두에서 발견되었고, 특히 정수 처리 공정 중 앞쪽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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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필터에서 훨씬 더 높게 검출되었다. 분석된 10개 업체의 사용 후 폐필터 중 

총 7개 업체의 첫 번째 필터(전처리 필터, 활성탄 필터, 1차 마이크로 필터)에서 1 

Bq/g을 초과하는 방사성 핵종의 함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공정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앞서 설명한 휴대용 표면방사선 계측 결

과와 유사한 것이었다. 하지만, Pb-210, Po-210, Th-234와 같은 감마선 방출 핵종

은 마이크로 필터와 활성탄 필터 모두에서 상당히 높은 함량으로 검출되었지만, 

우라늄과 토륨은 활성탄 필터에서만 높게 검출될 뿐 마이크로 필터에서는 검출은 

되나 그 함량은 극히 낮은 편이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면, 방사성 핵종

들은 먹는 샘물 업체의 정수 처리 공정 중 필터에 농축될 수 있으며, 방사성 핵종

들의 농축 정도는 필터의 종류보다는 공정 중 위치에 더 큰 영향을 받으나, 농축

되는 물질의 종류는 필터의 종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 후 폐필터에 농축된 방사성 핵종들 중 우라늄을 제외하면, 모두 원수인 

지하수에는 검출한계 미만 또는 검출한계 수준의 극히 낮은 함량으로만 존재하는 

물질들이었다. 또한 방사성핵종의 농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원수 저장

조 이후의 첫 번째로 통과하는 필터이며, 원수 저장조 전후 공정에서는 라돈의 함

량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수처리 설비 표면에서 측정한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 라돈의 방사성 붕괴 핵종 중 반감기가 매우 짧은 

Pb-214와 Bi-214와 같은 핵종들이 검출되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사용 

후 폐필터에 농축된 방사성 핵종들은 수중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들

이 직접 필터에 농축된 것이 아니라 원수 저장조에서 라돈의 방사성 붕괴가 발생

하고 그 붕괴산물들인 Pb-210과 Po-210이 마이크로 필터와 활성탄 필터에 농축되

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수 처리용 필터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이크로 필터와 활성탄 필터의 공극들은 수중의 미세 입자들에 의해 공극의 막

힘 현상(Clogging)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수 저장조에서 붕괴된 라돈의 붕괴 핵종

들은 필터들의 공극을 막고 있는 입자들과 결합하여 필터에 농축될 가능성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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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폐필터 내 방사능 분석 결과, 필터 사용 기간, 필터 중량, 필터 하우

징 내 필터 수량 등을 이용하여 각각의 업체에서 발생시키는 연간 방사능량을 추

산하였다(표 4.5-3). 추산 결과, B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는 생활주변 방사

선 안전 관리법에서 지정한 공정 부산물 배출 기준인 연간 1000 kBq에 미만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 업체의 경우 연간 2448 kBq의 공정 부산물을 발생시키

는 것으로 추정되며,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에서 지정한 기준을 약 2.4배 

초과하는 것이다. B 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폐필터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지정된 

폐기물업체에 의해 사업장 폐기물로 처분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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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C, E 업체 수거 폐필터 내 천연방사성핵종 함량

(2) F, G, H 수거 폐필터 내 천연방사성핵종 함량

그림 4.5-17. 업체별 사용 후 폐필터 내 천연방사성핵종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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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K, L 업체 수거 폐필터내 천연방사성핵종 함량

그림 4.5-17(계속). 업체별 사용 후 폐필터 내 천연방사성핵종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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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필터
Pb-210

(Bq gfilter
-1)

Th-234
(Bq gfilter

-1)
Po-210

(Bq gfilter
-1)

Uranium
(Bq gfilter

-1)
Total Th
(Bq gfilter

-1)

필터 
무게
(g)

하우징안 
필터수
(EA)

교체
주기
(yr-1)

총 
방사선량
(kBq yr-1)

A 1차
(1.2 μm) 7.10±0.22 0.34±1.10 2.96±0.22 0.01 0.00 219.6 33 2

169
2차

(0.65 μm) 1.09±0.04 <0.02 - - - 248.0 33 2

B AC
(new) <0.02 <0.02 - - - 296.2 30 6

2448

AC
(used) 26.8±2.10 3.08±0.93 7.56±0.16 0.71 0.00 356.2 30 6

1차
(1 μm) - - - - - 365.6 30 4

2차
(0.5 μm) <0.00 <0.02 - - - 260.5 30 4

후처리
(0.3 μm) 0.11±0.01 <0.01 - - - 285.7 30 4

C AC
(used) 0.85±0.03 0.69±0.20 0.07±0.01 0.00 0.00 264.2 35 2 30

E 1차
(0.5 μm) 0.41±0.04 <0.01 0.05±0.00 0.00 0.00 275.0 30 4

242차
(Nor 0.2 μm) 0.29±0.03 <0.03 - - - 243.0 30 4

후처리
(Abs 0.3 μm) <0.10 <0.04 - - - 201.0 25 2

표 4.5-3. 업체별 입상 활성탄(AC) 및 폐 마이크로 필터의 감마 방사선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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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필터
Pb-210

(Bq gfilter
-1)

Th-234
(Bq gfilter

-1)
Po-210

(Bq gfilter
-1)

Uranium
(Bq gfilter

-1)
Total Th
(Bq gfilter

-1)

필터 
무게
(g)

하우징안 
필터수
(EA)

교체
주기
(yr-1)

총 
방사선량
(kBq yr-1)

F 1차
(Nor 1 μm) 1.08±0.11 0.67±0.27 0.65±0.02 0.00 0.00 220.0 30 4

72

2차
(Nor 0.5 μm) 0.05±0.01 <0.02 - - - 308.4 30 4

3차
(Nor 0.2 μm) 0.07±0.01 <0.02 - - - 300.8 30 4

4차
(Abs 0.2 μm) 0.12±0.02 <0.03 - - - 305.2 30 4

G  전처리
(5 μm) 30.0±0.91 3.70±1.10 7.75±0.23 0.00 0.00 174.8 12 2

194

AC
(used) 0.57±0.02 0.31±0.09 - - - 561.0 - 1

2차
(3 μm) 0.10±0.01 <0.02 - - - 193.4 30 2

3차
(1 μm) 0.13±0.01 <0.02 - - - 181.4 40 2

H 1차
(1 μm) 0.41±0.04 <0.02 0.23±0.01 0.00 0.00 262.0 45 2

172차
(0.5 μm) 0.10±0.01 <0.03 - - - 243.6 45 2

3차
(1 μm) <0.03 <0.02 - - - 440.2 45 2

표 4.5-3(계속). 업체별 입상 활성탄(AC) 및 폐 마이크로 필터의 감마 방사선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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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필터
Pb-210

(Bq gfilter
-1)

Th-234
(Bq gfilter

-1)
Po-210

(Bq gfilter
-1)

Uranium
(Bq gfilter

-1)
Total Th
(Bq gfilter

-1)

필터 
무게
(g)

하우징안 
필터수
(EA)

교체
주기
(yr-1)

총 
방사선량
(kBq yr-1)

I PET 1차
(3 μm) 3.12±0.10 0.18±0.05 1.55±0.09 0.00 0.00 203.6 28 12

391

PET 2차
(1 μm) 1.14±0.04 0.10±0.03 - - - 198.9 28 6

PET 3차
(0.5 μm) 0.17±0.02 <0.01 - - - 189.4 30 6

PET 4차
(0.2 μm) 0.30±0.01 0.04±0.02 - - - 218.0 30 3

PC 3차
(0.2 μm) 0.79±0.03 <0.02 - - - 218.2 28 1

K 1차
(0.5 μm) 3.01±0.29 0.34±0.11 - - - 211.5 45 3

144
3차

(0.2 μm) 2.04±0.20 0.24±0.08 - - - 235.0 30 3

L 전처리 1차
(DOE 3 μm) 16.3±1.30 0.15±0.07 1.77±0.05 0.00 0.00 344.3 48 2

686
1차

(MF 1 μm) 2.19±0.21 <0.03 - - - 400.7 48 2

표 4.5-3(계속). 업체별 입상 활성탄(AC) 및 폐 마이크로 필터의 감마 방사선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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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전국 13곳의 먹는 샘물 업체를 선정하였으

며, 먹는 샘물 생산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수리 지질, 원수 

처리 공정 및 부산물 발생 현황 등의 기초 자료들을 설문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총 13개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원수, 처리수, 제품

수 및 사용 후 폐필터 시료 채취를 수행하였으며, 이들 시료에 대한 실내 분석

(주요 양·음이온, 중금속, 천연 방사성 핵종)을 실시하였다.

먹는 샘물 업체의 정수 처리 방식은 환경부의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 마

이크로 필터와 활성탄 흡착만 적용이 가능하며, 조사 대상 업체들의 경우 9개 

업체는 활성탄 필터와 마이크로 필터들을 함께 사용하는 반면, 4개 업체에서는 

마이크로 필터들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된 먹는 샘물 업체들의 일반적인 

제조 공정은 ‘원수 취수 – (전처리 필터) - 원수 저장 - (활성탄 여과) – 마이

크로 필터 여과 – 자외선 살균 – 처리수 저장 – 최종 여과 및 소독 – 제품수’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업체들의 상황에 따라 전처리 필터와 활성탄 필터를 선

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조사된 먹는 샘물 업체의 원수(지하수)는 대부분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으

로 전기 전도도가 낮았으며 산화환원전위(ORP)와 용존 산소(DO) 값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아)산화 환경 기원의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취수되고 

있음을 지시하였다. 실내 분석 결과, 먹는 샘물 처리 공정 전후의 이온과 중금

속 성분의 농도 변화는 거의 없었다. 수질 유형의 경우 Ca-HCO3이 가장 우세

하였지만 지역적인 기반암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업체에서 Na-HCO3유형(I 업

체)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먹는 샘물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주로 활성탄 및 마이크로 필



- 92 -

터 등의 폐필터류에 국한되었으며, 이들 필터들의 교환 주기는 업체별로 생산

량 및 해당 공정 과정에 따라 상이하였지만 활성탄 필터의 경우는 6개월 가량 

사용 후 교체하는 2개 업체(B, C)를 제외하면 모든 업체에서 12개월 이상, 최

장 36개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이크로 필터의 경우는 보편적으

로 3 ~ 6개월 사용 후 교체를 하지만, 일부 업체들에서는 최장 14개월까지 사

용 후 교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한 활성탄 필터들은 대부분 공급 업체

에서 재활용을 위해 회수하며, 마이크로 필터들의 경우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위탁 폐기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였다. 

물 시료 내 천연 방사성 핵종 분석 결과, 우라늄과 라돈을 제외한 라듐, 

토륨 등의 항목들은 매우 낮은 농도를 보여주었다. 라돈은 5개 업체에서의 원

수(지하수)에서 US EPA 권고치인 148 Bq/L을 초과하였고, 우라늄은 3개 업체

의 지하수와 제조 공정에서 채수한 시료에서 WHO 규제치인 30 ㎍/L(0.37 Bq/L)

을 초과하였다. 활성탄 필터를 사용 중인 업체에서는 우라늄 농도의 감소를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마이크로 필터만을 활용 중인 업체에서는 우라늄 농도의 감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라돈의 경우 필터의 종류와 무관하게 원수 저장조에서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원수 혼합에 의한 희석보다는 원수 저장조 내

에서 기체상으로 탈기되거나 방사성 붕괴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먹는 샘물 업체가 위치한 기반암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화강암질 편마암 

또는 편마암 지역에 위치한 업체의 지하수에서 라돈과 우라늄이 각각 최대 376 

Bq/L, 116.6 ㎍/L(1.44 Bq/L)까지 검출되어 퇴적암 또는 변성퇴적암 지역에서 산출

되는 지하수보다 천연 방사성 핵종의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반

암의 특성이 지하수 내 천연 방사성 핵종의 함량과 같은 수질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업체별 먹는 샘물 처리 설비 표면에서 측정한 표면 방사선량률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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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필터 및 활성탄 필터 등 공정 초반에 설치된 필터들에서 배경 방사선량률

(0.09 ~ 0.25 μSv/hr)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성탄 여과 설

비가 있는 9개 업체들은 활성탄 필터에서 표면 방사선량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필터 교체 전과 후의 표면 방사선량률을 조사한 B, C, G 업체의 경우 필터 교체 

후 표면 방사선량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공정 초반에 위치한 활성탄 및 마이크로 

필터에 방사성 핵종들이 축적되었음을 암시한다. 먹는 샘물 처리 설비의 표면에서 

측정한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 U-238 계열 중 라돈의 방사성 붕괴 산물인 

Pb-214와 Bi-214, Th-232계열의 Ac-228의 붕괴 산물인 Tl-208 등의 방사성 핵종

들이 검출되었다. 

먹는 샘물 업체에서 수거한 사용 후 폐필터의 천연 방사성 핵종 분석 결과, 

Pb-210, Th-234, Po-210, 우라늄 및 토륨과 같은 방사성 핵종들이 검출되었고 7개 

업체 사용 후 폐필터 11개에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 중 공정 부산물의 

방사능 기준인 1 Bq/g을 초과하였다. 검출된 천연 방사성 핵종들은 필터의 종류와

는 무관하게 공정의 초반에 설치된 필터에서 더 높게 검출되는 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 필터에서는 라돈의 붕괴물질인 Pb-210이 높게 검출된 반면, 활

성탄 필터에서는 Pb-210과 함께 우라늄이 역시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활성탄 필

터는 수중 우라늄 뿐만 아니라 Pb-210도 제거할 수 있으나 마이크로 필터는 우라

늄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 후 폐필터 내 방사능 

분석 결과, 필터 사용 기간, 필터 규격 등을 이용하여 각각의 업체에서 발생시키

는 연간 방사능량을 계산한 결과, B 업체에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에서 

지정한 연간 1000 kBq를 약 2.4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 샘물 업체별 지질학적 특성이 원수인 지하수의 수질에는 영향을 끼치

고 있었으나, 천연 방사성 핵종의 사용 후 필터 내 농축 정도와는 직접적인 연관

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수 내 천연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높았던 화강암



- 94 -

질 편마암 또는 편마암질 지역에 위치한 업체에서 수거한 사용 후 필터에서 천연 

방사성 핵종의 농도 또한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으나, 변성퇴적암 지역에서 산출된 

사용 후 필터에서도 지하수 내 우라늄과 라돈의 함량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

고 Pb-210과 Po-210이 각각 최대 16.3 Bq/L, 1.8 Bq/L까지 검출되었다(L 업체). 따

라서 사용 후 폐필터 내 천연방사성 핵종의 농축에는 기반암과 지하수 내 천연 

방사성 핵종의 함량 외에 각 업체별 필터 관리 주기 등 공정 특성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먹는 샘물 제조 공정

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핵종이 농축된 부산물(필터류) 관리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재까지 대부분의 먹는 샘물 업체에서는 사용 후 폐필터가 방사성 물질

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없는 만큼 각 업체별로 폐필터의 연간 발생량 등에 대

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먹는 

샘물 업체들에서 폐필터의 발생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담당 행정 기

관에서는 이를 감독하고 처분 상황을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 초

입에 위치한 전처리, 활성탄, 마이크로 필터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에 대한 

처리 현황 조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나. 원수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아닌 필터의 종류, 위치, 사용 기간 

등 업체의 공정 특성에 따라 방사성 핵종의 필터 내 축적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국 먹는 샘물 업체의 전처리 및 활성탄 필터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

요하다. 일부 원수의 라돈 농도가 높은 먹는 샘물 업체에 대해서는 관정 및 처리 

공정 실내의 공기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다.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필터를 발생시키는 

B 업체와 같은 경우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절차가 필요하며, 필터의 방사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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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한 필터의 교체 주기 변경, 공정부산물 내 연간 방사능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공정 개선 및 휴대용 NaI 측정기를 활용한 방사능 측정 등 업체를 위한 매

뉴얼 설정이 필요하다. 각 업체들마다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의 함량, 먹는 샘

물 제조 방식 및 생산량, 방사성핵종의 필터 내 농축 속도, 필터들의 교체 주기 

등 현황들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천연방사성핵종의 농축이 대부분 원수 저장조 이후의 첫 번째 필

터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원수 저장조 이후에 전처리 필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고, 전처리 필터 교체 주기를 기존의 교체 주기보다 짧게 유도하여야한다. 이는 

휴대용 NaI 측정기를 이용하여 필터 교체 전후에는 전처리 필터에서 표면방사선

량률을 매일 1회 이상 측정하여 전처리 필터 내 천연방사성핵종의 농축과 표면방

사선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함으로써 전처리 필터의 최적 교체주기 설정이 가

능할 것이다. 이 외에도 방사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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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업체별 먹는 샘물 제조 공정

취수정

ê

원수 저장조

ê

활성탄 필터

ê

1차 마이크로(1.2 ㎛) 필터

ê

2차 마이크로(0.65 ㎛) 필터

ê

자외선 살균

ê

제품수 저장조

ê

마이크로(0.45 + 0.2 ㎛) 필터

ê

자외선 살균

ê

충진

그림 A1-1. A 업체 먹는 샘물 제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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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

ê

전처리(백필터 74㎛) 여과

ê

원수 저장조

ê

활성탄 여과

ê

1차 마이크로(1 ㎛) 필터

ê

2차 마이크로(0.5 ㎛) 필터

ê

1차 자외선 살균

ê

처리수 저장조

ê

3차 마이크로(0.3 ㎛) 필터

ê

2차 자외선 살균

ê

Line strainer (25 ㎛) 여과

ê

오존 살균 장치

ê

Line strainer (25 ㎛) 여과

ê

충진

그림 A1-2. B 업체 먹는 샘물 제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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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 2호정

ê

활성탄 필터

ê

취수 4호정

(1 라인)

취수 1호정

(2 라인)

ê ê

원수 저장조

ê

1차 마이크로(1 ㎛) 필터

ê

자외선 살균

ê

2차 마이크로(0.2 ㎛) 필터

ê

충진

그림 A1-3. C 업체 먹는 샘물 제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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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

ê

전처리 마이크로(5 ㎛) 필터

ê

자외선 

ê

원수 저장조

ê

활성탄 필터

ê

1차 마이크로(5 ㎛) 필터

ê

2차 마이크로(1 ㎛) 필터

ê

3차 마이크로(0.2 ㎛) 필터

ê

자외선 살균

ê

충진

그림 A1-4. D 업체 먹는 샘물 제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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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

ê

Bag 필터

ê

원수 저장조

ê

활성탄 필터

ê

1차 마이크로(Depth 0.5 ㎛) 필터

ê

2차 마이크로(Nominal 0.2 ㎛) 필터

ê

3차 마이크로(Abs 0.2㎛) 필터

ê

제품수 저장조

ê

4차 마이크로(Abs 0.2㎛) 필터

ê

자외선 살균

ê

충진

그림 A1-5. E 업체 먹는 샘물 제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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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

ê

원수 저장조

ê

Sand 필터

ê

활성탄 필터

ê

1차 마이크로(Nominal 1.0 ㎛) 필터

ê

2차 마이크로(Nominal 0.5 ㎛) 필터

ê

3차 마이크로(Nominal 0.2 ㎛) 필터

ê

4차 마이크로(Abs 0.65 ㎛) 필터

ê

제품수 저장조

ê

5차 마이크로(Abs 0.2 ㎛) 필터

ê

자외선 살균

ê

충진

그림 A1-6. F 업체 먹는 샘물 제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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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

ê

원수 저장조

ê

마이크로(5 ㎛) 및  활성탄 필터

ê

1차 마이크로(3 ㎛) 필터

ê

2차 마이크로(1 ㎛) 필터

ê

3차 마이크로(0.5 ㎛) 필터

ê

중간 저장조

ê

4차 마이크로(0.2 ㎛) 필터

ê

자외선 살균

ê

제품수 저장조

그림 A1-7. G 업체 먹는 샘물 제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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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

ê

Bag 필터

ê

원수 저장조

ê

활성탄 필터

ê

1차 마이크로(1 ㎛) 필터

ê

2차 마이크로(0.5 ㎛) 필터

ê

3차 마이크로(1 ㎛) 필터

ê

4차 마이크로(0.2 ㎛) 필터

ê

처리수 저장조

ê

자외선 살균

ê

제품수 저장조

그림 A1-8. H 업체 먹는 샘물 제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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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

ê

ê Bag 필터

ê

원수 저장조
(PET)

원수 저장조
(PC)

ê ê

1차 마이크로
(3 ㎛) 필터

1차 마이크로
(3 ㎛) 필터

ê ê

2차 마이크로
(1 ㎛) 필터

2차 마이크로
(1 ㎛) 필터

ê ê

3차 마이크로
(0.5 ㎛) 필터

3차 마이크로
(0.2 ㎛) 필터

ê

4차 마이크로
(0.2 ㎛) 필터

ê

ê

처리수 저장조
(PET)

처리수 저장조
(PC)

ê ê

자외선 살균 자외선 살균

ê ê

충진 충진

그림 A1-9. I 업체 먹는 샘물 제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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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

ê

원수 저장조

ê

1차 마이크로(5 ㎛) 필터

ê

2차 마이크로(3 ㎛) 필터

ê

3차 마이크로(0.2 ㎛) 필터

ê

처리수 저장조

ê

자외선 살균

ê

제품수 저장조

그림 A1-10. J 업체 먹는 샘물 제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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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

ê

전처리 마이크로(1 ㎛) 필터

ê

원수 저장조

ê

1차 마이크로(0.5 ㎛) 필터

ê

2차 마이크로(0.45 ㎛) 필터

ê

3차 마이크로(0.2 ㎛) 필터

ê

처리수 저장조

ê

자외선 살균

ê

제품수 저장조

그림 A1-11. K 업체 먹는 샘물 제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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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

ê

원수 저장조

ê

전처리 1차 마이크로(3 ㎛) 필터

ê

전처리 2차 마이크로(1 ㎛) 필터

ê

전처리 3차 마이크로(0.2 ㎛) 필터

ê

활성탄 필터

ê

1차 마이크로(1 ㎛) 필터

ê

처리수 저장조

ê

자외선 살균

ê

제품수 저장조

그림 A1-12. L 업체 먹는 샘물 제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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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

ê

원수 저장조

ê

1차 마이크로(3 ㎛) 필터

ê

2차 마이크로(0.5 ㎛) 필터

ê

3차 마이크로(1 ㎛) 필터

ê

처리수 저장조

ê

자외선 살균

ê

제품수 저장조

그림 A1-13. M 업체 먹는 샘물 제조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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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업체별 현장수질 측정 결과

시료명 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16.3 316 6.9 256 8.76 

최소 15.9 153 6.8 168 8.17 

최대 17.5 481 7.0 325 9.10 

원수 1호정 15.9 195 6.9 217 8.99

원수 2호정 16.0 233 6.9 208 8.57

원수 3호정 17.5 335 6.8 168 8.17

원수 저장조 16.6 481 6.9 234 8.91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6.0 451 6.9 261 8.50

1차 (1.2 ㎛) 여과 후 16.2 153 7.0 320 8.78

2차 (0.65 ㎛) 여과 후 16.0 454 6.9 312 9.10

처리수 저장조 16.3 227 7.0 325 9.08

표 A2-1. A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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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9.5 160 7.5 442 10.1

최소 4.2 71.5 6.8 389 8.24

최대 11 387 8.4 504 12.3

원수 2호정 11 387 7.3 389 10.6

원수 3호정 9.6 97.7 7.8 413 12.3

원수 4호정 11 204 6.8 402 9.76

원수 5호정 10 93.5 7.3 419 9.98

원수 6호정 9.4 71.5 7.5 420 9.28

원수 7호정 9.7 145 8.4 409 9.39

원수 저장조 9.4 190 7.5 504 10.5

2차 (활성탄) 여과 후 9.9 149 7.5 464 10.4

3차 (1㎛) 여과 후 9.7 146 7.5 463 10.2

4차 (0.5㎛) 여과 후 9.9 152 7.5 462 10.2

처리수 저장조 10 144 7.6 467 10.2

5차 (0.3㎛) 여과 후 9.9 145 7.5 471 10.3

제품수 n.a. 122 7.6 n.a. n.a.

세척수 4.2 191 7.6 470 8.24

표 A2-2. 2015년 B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n.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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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필터 교체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평균 11.7 11.9 116 201 7.6 7.3 229 240 10.1 9.94 

최소 11.1 11.6 61 188 6.9 7.3 139 171 9.61 9.54 

최대 12.7 12.4 239 244 8.3 7.4 288 272 10.7 10.3 

원수 2호정 12.7 n.a. 193 n.a. 7.4 n.a. 229 n.a. 9.61 n.a.

원수 3호정 11.3 n.a. 67 n.a. 8.1 n.a. 184 n.a. 9.88 n.a.

원수 4호정 11.8 n.a. 239 n.a. 6.9 n.a. 233 n.a. 10.0 n.a.

원수 5호정 11.1 n.a. 61 n.a. 7.5 n.a. 195 n.a. 9.90 n.a.

원수 6호정 11.5 n.a. 105 n.a. 7.6 n.a. 139 n.a. 10.2 n.a.

원수 7호정 11.1 n.a. 90 n.a. 8.3 n.a. 157 n.a. 10.7 n.a.

원수 저장조 11.8 12.4 107 244 7.6 7.3 288 171 10.1 9.54

2차 (활성탄) 여과 후 11.8 11.8 106 203 7.5 7.4 258 248 10.2 9.84

3차 (1㎛) 여과 후 11.6 11.6 106 189 7.5 7.3 273 247 10.1 10.2 

4차 (0.5㎛) 여과 후 11.7 11.7 106 191 7.6 7.4 266 258 10.0 9.90

처리수 저장조 11.8 11.9 107 189 7.5 7.4 258 247 10.3 9.92

5차 (0.3㎛) 여과 후 11.9 12.0 108 188 7.5 7.3 263 272 10.1 10.3 

표 A2-3. 2016년 B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필터 교체 전과 후]

n.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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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필터 교체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평균 15.2 16.2 78.5 109 7.5 7.4 370 214 9.65 8.85 

최소 13.6 15.8 53.1 104 7.1 7.2 324 155 9.20 7.20 

최대 16.0 16.6 137 121 7.9 7.5 397 235 10.2 9.50 

원수 1호정 (2 line) 14.6 n.a. 74.5 n.a. 7.9 n.a. 385 n.a. 9.20 n.a.

원수 2호정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 line)
13.6 15.8 68.5 105 7.3 7.2 393 155 9.80 9.19 

원수 3호정 (2 line) 15.9 n.a. 137 n.a. 7.1 n.a. 330 n.a. 10.2 n.a.

원수 4호정 (1 line) 15.4 n.a. 53.1 n.a. 7.8 n.a. 324 n.a. 9.58 n.a.

원수 저장조 15.6 16.6 67.4 121 7.7 7.5 370 235 9.52 7.20 

1차 (1.0㎛) 여과 후 15.0 15.9 65.6 106 7.5 7.5 390 234 9.63 9.50 

2차 (0.2㎛) 여과 후 16.0 16.3 83.6 104 7.5 7.5 397 233 9.65 9.50 

표 A2-4. C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필터 교체 전과 후]  

n.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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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15.3 90.4 7.1 399 8.74 

최소 14.0 11.1 6.7 278 6.72 

최대 18.9 164 7.5 450 9.46 

원수 1호정 14.9 71.1 7.2 408 8.94

원수 1호정 5㎛ 필터 
여과 후 14.1 66.7 7.2 402 9.16

원수 2호정 15.4 98.6 7.3 437 8.99

원수 2호정 5㎛ 필터 
여과 후 14.6 62.7 7.3 420 9.06

원수 3호정 14.0 85.6 7.5 390 8.52

원수 3호정 5㎛ 필터 
여과 후 15.0 85.1 7.5 390 8.79

원수 4호정 17.5 164 6.8 278 8.69

원수 4호정 5㎛ 필터 
여과 후 18.9 123 6.8 350 8.09

원수 5호정 15.7 92.1 7.5 380 9.01

원수 5호정 5㎛ 필터 
여과 후 15.4 87.5 7.5 370 8.99

원수 6호정 15.1 105 6.8 370 7.46

원수 6호정 5㎛ 필터 
여과 후 14.3 11.1 6.7 367 6.72

원수 저장조 15.7 101 7.4 450 9.38

1차 (5㎛) 여과 후 14.7 96.9 6.9 437 9.46

2차 (활성탄) 여과 후 
(1 line) 14.9 97.6 6.9 439 8.97

3차 (1㎛) 여과 후 16.2 86.1 7.2 423 9.38

4차 (0.2㎛) 여과 후 14.7 96.5 6.8 438 8.67

0.2㎛ filter 여과 후 14.7 96.8 6.9 425 9.12

표 A2-5. D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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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15.3 383 7.2 155 8.36 

최소 14.7 340 6.9 103 6.81 

최대 16.2 450 7.4 169 9.30 

원수 1호정 15.2 450 7.3 103 9.03

원수 2호정 15.9 425 7.0 158 6.81

원수 3호정 15.1 340 6.9 158 7.84

원수 저장조 16.2 389 7.3 168 9.05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5.0 366 7.4 160 9.30

1차 (0.5㎛) 여과 후 15.0 369 7.1 159 7.82

2차 (Nor 0.2㎛) 여과 후 15.0 371 7.4 163 9.00

3차 (Abs 0.2㎛) 여과 후 15.2 367 7.2 160 8.29

4차 (Abs 0.2㎛) 여과 후 14.7 367 7.1 169 8.12

표 A2-6. E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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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16.7 155 7.4 257 5.60

최소 15.9 214 6.8 154 4.79

최대 18.2 99.0 7.8 410 6.17

원수 1호정 16.0 214 7.6 410 4.79

원수 3호정 15.9 104 6.8 171 6.17

원수 4호정 16.8 203 7.8 292 5.29

처리수 저장조 18.2 154 7.4 154 6.15

제품수 1 n.a. 99.0 7.4 n.a. n.a.

제품수 2 n.a. 155 7.5 n.a. n.a.

표 A2-7. 2015년 F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n.a. not available



- 120 -

시료명 온도(℃)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15.7 100 7.2 207 8.66 

최소 15.1 65.9 6.9 43.8 7.39 

최대 16.8 274 7.6 250 9.18 

원수 1호정 15.5 117 7.3 243 8.44 

원수 3호정 15.4 130 6.9 245 8.60 

원수 4호정 16.8 274 7.6 43.8 7.53 

원수 저장조 15.1 111 7.0 250 7.39 

샌드 필터 여과 후 16.5 105 6.9 162 8.72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5.2 66.1 7.2 193 8.96 

1차 (1.0㎛) 여과 후 15.3 66.0 7.2 208 9.02 

2차 (0.5㎛) 여과 후 15.3 65.9 7.2 215 8.93 

3차 (0.2㎛) 여과 후 15.4 66.0 7.1 225 8.87 

4차 (0.65㎛) 여과 후 15.5 66.1 7.2 233 9.10 

처리수 저장조 16.1 67.0 7.4 233 9.18 

제균필터 (0.2㎛) 여과 후 15.9 66.7 7.3 228 9.16 

표 A2-8. 2016년 F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필터 교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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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15.1 293 7.5 313 7.24 

최소 14.5 250 7.1 209 5.38 

최대 15.6 337 7.9 354 9.48 

원수 1호정 14.6 337 7.5 354 6.80 

원수 2호정 15.6 331 7.2 209 5.59 

원수 3호정 15.6 256 7.9 327 6.27 

원수 4호정 14.5 305 7.1 329 5.38 

원수 저장조 14.7 250 7.4 329 8.20 

처리수 저장조 15.3 254 7.7 313 8.94 

제품수 n.a. 322 7.7 n.a. 9.48 

표 A2-9. 2015년 G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n.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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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필터 교체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평균 16.9 18.0 375 377 7.2 7.2 343 245 7.50 8.29 

최소 15.4 17.1 354 371 6.7 7.0 197 221 5.92 7.78 

최대 17.8 18.8 410 387 7.6 7.3 418 282 8.85 8.73 

원수 1호정 16.2 n.a. 355 n.a. 7.3 n.a. 310 n.a. 6.83 n.a.

원수 2호정 16.2 n.a. 370 n.a. 7.1 n.a. 197 n.a. 5.92 n.a.

원수 3호정 17.1 n.a. 410 n.a. 7.6 n.a. 345 n.a. 6.45 n.a.

원수 4호정 15.4 n.a. 354 n.a. 6.7 n.a. 330 n.a. 6.26 n.a.

원수 저장조 17.8 18.8 374 387 7.2 7.0 368 221 7.97 7.78

전처리 (5㎛) 필터 여과 후 17.0 17.1 374 371 7.4 7.3 355 246 8.85 8.73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7.1 17.5 376 372 7.0 7.3 360 232 7.05 8.23

1차 (3㎛) 여과 후 16.9 n.a. 375 n.a. 7.3 n.a. 355 n.a. 8.33 n.a.

2차 (1㎛) 여과 후 17.2 n.a. 378 n.a. 7.3 n.a. 362 n.a. 8.69 n.a.

3차 (0.5㎛) 여과 후 17.1 n.a. 377 n.a. 7.1 n.a. 374 n.a. 8.20 n.a.

4차 (0.2㎛) 여과 후 17.8 18.6 380 379 7.2 7.3 418 282 7.90 8.41

표 A2-10. 2016년 G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필터 교체 전과 후]  

n.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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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16.5 212 7.0 415 6.98 

최소 15.4 201 6.8 353 4.24 

최대 18.0 265 7.3 446 8.64 

원수 1호정 17.7 265 7.1 353 4.70

원수 2호정 15.4 220 7.0 374 6.06

원수 3호정 16.9 208 7.3 388 5.19

원수 4호정 16.3 201 6.9 399 5.74

원수 5호정 18.0 208 6.8 410 4.24

원수 저장조 16.4 205 7.0 446 8.40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6.1 206 7.0 439 7.39

1차 (1㎛) 여과 후 15.8 206 6.9 436 8.07

2차 (0.5㎛) 여과 후 16.0 206 7.0 435 8.58

3차 (1㎛) 여과 후 16.4 205 7.0 434 8.24

4차 (0.2㎛) 여과 후 16.6 205 7.1 433 8.64

표 A2-11. H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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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n.a. 202 8.7 n.a. n.a.

최소 n.a. 137 8.1 n.a. n.a.

최대 n.a. 224 9.4 n.a. n.a.

원수 1호정 (PET) n.a. 137 8.1 n.a. n.a.

원수 3호정 (PET) n.a. 224 8.2 n.a. n.a.

원수 4호정 (PC) n.a. 205 9.3 n.a. n.a.

집수정 (원수 저장조) n.a. 216 8.5 n.a. n.a.

PET 저장조 1 n.a. 208 8.6 n.a. n.a.

PET 저장조 2 n.a. 209 8.8 n.a. n.a.

제품수 1 n.a. 209 8.4 n.a. n.a.

PC 저장조 1 n.a. 205 9.4 n.a. n.a.

PC 저장조 2 n.a. 202 9.4 n.a. n.a.

제품수 2 n.a. 201 8.5 n.a. n.a.

표 A2-12. 2015년 I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n.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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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19.5 158 8.9 418 8.20 

최소 17.3 136 8.1 361 4.59 

최대 23.7 198 9.3 455 8.85 

원수 1호정 (PET) 17.3 136 8.2 441 7.80

원수 3호정 (PET) 17.4 164 8.1 447 8.03

원수 4호정 (PC) 19.0 153 9.3 440 4.59

PC 원수 저장조 19.0 150 9.1 447 8.44

PET 원수 저장조 20.0 198 8.9 361 8.47

PET 3㎛ 필터 여과 후 19.5 156 8.7 389 8.85

PET 1㎛ 필터 여과 후 20.7 176 8.8 367 8.37

PET 0.5㎛ 필터 여과 후 19.7 156 8.8 379 8.72

PET 0.2㎛ 필터 여과 후 20.0 156 8.9 381 8.56

PET 처리수 저장조 19.7 156 8.9 396 8.73

PC 5㎛ 백필터① 
여과 후 20.0 172 9.1 455 7.55

PC 5㎛ 백필터② 
여과 후 18.7 148 9.2 430 8.73

PC 3㎛ 필터 여과 후 18.8 149 9.1 451 8.64

PC 1㎛ 필터 여과 후 18.9 149 9.3 433 8.53

PC 0.2㎛ 필터 여과 후 23.7 168 9.1 425 8.53

PC 처리수 저장조 19.1 150 9.2 440 8.67

표 A2-13. 2016년 I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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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15.2 120 8.2 120 9.21 

최소 14.3 76.9 7.9 101 3.44 

최대 16.2 249 8.7 134 16.6 

원수 1호정 16.2 104 8.2 127 n.a.

원수 2호정 14.3 110 8.3 104 16.6

원수 3호정 15.2 118 8.7 101 15.9

원수 5호정 14.5 135 8.1 119 6.19 

원수 6호정 n.a. 85.3 8.7 n.a. n.a.

원수 저장조 15.2 249 8.0 134 3.44 

처리수 저장조 15.6 80.5 8.1 133 3.93 

제품수 n.a. 76.9 7.9 n.a. n.a.

표 A2-14. 2015년 J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n.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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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16.5 67 8.3 453 8.74 

최소 14.8 62 7.3 360 8.22 

최대 17.4 84 8.8 483 9.27 

원수 1호정 14.8 67 7.3 360 9.27

원수 3호정 16.2 84 8.7 421 8.94

원수 5호정 15.7 62 8.1 449 8.22

원수 6호정 16.2 65 8.8 452 8.26

원수 저장조 16.9 68 8.2 483 8.42

1차 (5㎛) 여과 후 16.6 63 8.4 481 8.91

2차 (3㎛) 여과 후 17.4 65 8.4 481 8.85

3차 (0.2㎛) 여과 후 17.3 64 8.3 477 8.92

처리수저장조 17.4 64 8.1 477 8.88

표 A2-15. 2016년 J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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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15.2 212 7.4 311 7.33 

최소 13.9 182 6.4 212 4.08

최대 15.9 254 7.8 376 8.92 

원수 1호정 13.9 213 6.4 295 5.02 

원수 2호정 15.7 254 7.4 212 4.08 

원수 3호정 14.2 182 7.2 376 8.66 

1차 (1㎛) 여과 후 15.6 214 7.8 345 8.62 

2차 (0.5㎛) 여과 후 15.7 214 7.6 333 8.59 

3차 (0.45㎛) 여과 후 15.9 213 7.6 304 8.92 

처리수 저장조 15.7 217 7.7 309 7.45 

제품수 n.a. 192 7.7 n.a. n.a.

표 A2-16. 2015년 K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n.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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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16.5 205 7.4 176 12.0

최소 16.0 168 6.9 63.9 4.99

최대 17.2 316 7.6 244 16.5

원수 1호정 17.1 202 6.9 109 7.67

원수 2호정 17.2 224 7.2 147 7.04

원수 3호정 16.7 316 7.6 64 4.99

1차 (1㎛) 여과 후 16.3 168 7.5 198 13.1

원수 저장조 16.0 181 7.3 244 13.7

2차 (0.5㎛) 여과 후 16.1 182 7.5 205 16.2

3차 (0.45㎛) 여과 후 16.0 183 7.5 219 16.5

처리수 저장조 16.2 182 7.4 222 16.5

표 A2-17. 2016년 K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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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16.8 215 7.7 433 9.37 

최소 14.8 133 7.2 360 5.77 

최대 18.5 308 8.3 660 19.7 

원수 2호정(세척수용) 18.0 233 8.3 660 11.6 

원수 3호정(세척수용) 15.8 308 7.7 502 6.16

원수 4호정 16.1 266 7.4 494 7.94

원수 6호정 14.9 133 7.9 479 6.61

원수 7호정 14.8 168 8.1 480 7.14

원수 저장조 16.5 189 7.5 420 8.67

3㎛(DOE) 필터 여과 후 17.9 225 7.7 360 8.16

1㎛(DOE) 필터 여과 후 16.5 187 7.7 372 8.51

①0.2㎛(7-code) 필터 
여과 후 16.5 190 7.5 378 7.85

②0.2㎛(7-code) 필터 
여과 후 16.2 189 7.5 380 8.28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6.7 157 7.3 377 6.59

1㎛(MF) 필터 여과 후 16.6 187 7.2 385 5.77

처리수 저장조 16.7 188 7.4 386 7.98

세척수 샌드필터 여과 후 18.4 273 8.0 436 10.2 

세척수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8.5 275 7.8 390 19.7 

세척수 0.2㎛ 필터 여과 후 18.5 275 7.8 431 18.7 

표 A2-18. L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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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온도
(℃)

EC
(μS/cm) pH ORP

(mV)
DO

(mg/L)

평균 15.0 131 8.5 343 8.97 

최소 14.5 97.7 8.4 314 7.85 

최대 15.6 190 8.6 381 9.63 

원수 1호정 14.7 190 8.6 375 7.85

원수 2호정 14.5 97.7 8.5 362 8.71

원수 저장조 14.8 123 8.5 381 8.78

1차 (3㎛) 여과 후 15.5 131 8.4 314 9.19

2차 (0.5㎛) 여과 후 14.8 125 8.4 316 9.63

3차 (1㎛) 여과 후 14.8 125 8.4 326 9.29

처리수 저장조 15.6 125 8.4 328 9.34

표 A2-19. M 업체 현장수질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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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업체별 주요 이온 분석 결과

시료명
주 양이온 주 음이온

K Na Ca Mg Si F Cl NO3 SO4 HCO3

평균 1.3 15 31 3.8 11 0.4 19 18 17 91.6 

최소 1.1 12 21 2.6 10 0.3 9 14 12 65.0 

최대 1.7 19 39 4.5 11 0.5 26 21 21 115 

원수 1호정 1.1 10 21 2.6 11 0.4 9 14 12 65.4 

원수 2호정 1.2 12 28 4.1 10 0.3 18 21 13 78.4 

원수 3호정 1.7 19 39 4.5 11 0.5 26 19 21 115 

원수 저장조 1.4 15 33 3.8 11 0.3 20 18 17 95.1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3 15 32 3.8 11 0.3 20 18 17 94.9 

1차 (1.2 ㎛) 여과 후 1.4 15 33 3.8 11 0.3 20 18 17 95.2 

2차 (0.65 ㎛) 여과 후 1.3 15 32 3.7 11 0.4 20 18 17 94.3 

처리수 저장조 1.4 15 32 3.8 11 0.3 20 18 17 94.8 

표 A3-1. A 업체 주요 이온 분석 결과(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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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주 양이온 주 음이온

K Na Ca Mg Si F Cl NO3 SO4 HCO3

평균 0.7 6.9 18 2.6 9.3 0.2 11 8.4 3.8 55.7 

최소 0.6 4.4 6.5 1.2 7.1 0.1 1.3 4.5 1.1 32.0 

최대 0.9 15 40 6.0 10 0.5 44 13 7.4 113 

필
터 

교
체 

전

원수 2호정 0.8 8.9 30 6.0 10 0.2 44 7.5 4.6 73.2 

원수 3호정 0.6 5.9 9.4 1.7 7.1 0.5 1.3 5.5 1.8 44.8 

원수 4호정 0.9 14.9 40 4.9 8.9 0.5 34 9.5 7.4 113 

원수 5호정 0.6 5.2 10 1.5 9.9 0.3 1.7 4.5 1.9 42.7 

원수 6호정 0.6 4.4 6.5 1.2 8.5 0.2 1.6 4.7 1.1 32.0 

원수 7호정 0.6 5.3 16 1.8 9.4 0.1 3.6 13 4.9 48.2 

원수 저장조 0.7 6.8 17 2.5 9.2 0.2 9.8 8.4 3.8 53.9 

2차 (활성탄) 여과 후 0.7 6.8 17 2.5 9.2 0.2 9.6 8.3 3.5 53.9 

3차 (1㎛) 여과 후 0.6 6.6 16 2.4 9.0 0.2 9.9 8.4 3.8 54.1 

4차 (0.5㎛) 여과 후 0.6 6.7 17 2.5 9.3 0.3 9.7 8.5 3.7 54.2 

처리수 저장조 0.7 7.0 17 2.5 9.3 0.3 9.8 8.0 3.5 54.7 

5차 (0.3㎛) 여과 후 0.8 7.0 17 2.5 9.3 0.4 10 8.5 3.8 55.3 

필
터  

교
체

후

원수 저장조 0.7 6.7 18 2.5 9.4 0.1 10 8.9 3.9 54.1 

2차 (활성탄) 여과 후 0.7 6.7 17 2.6 9.5 0.2 10 8.6 3.9 55.4 

3차 (1㎛) 여과 후 0.6 6.6 17 2.6 9.6 0.2 10 8.8 4.1 54.3 

4차 (0.5㎛) 여과 후 0.6 6.6 17 2.5 9.4 0.3 10 9.0 3.5 54.8 

처리수 저장조 0.6 6.6 18 2.6 9.6 0.2 10 9.0 3.9 53.0 

5차 (0.3㎛) 여과 후 0.7 6.6 17 2.6 9.7 0.2 10 8.8 3.9 56.8 

표 A3-2. B 업체 주요 이온 분석 결과(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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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주 양이온 주 음이온

K Na Ca Mg Si F Cl NO3 SO4 HCO3

평균 0.7 5.7 8.6 1.3 10 0.2 2.1 6.3 2.6 35.7 

최소 0.5 4.6 6.5 0.8 8.1 0.2 1.4 2.7 1.3 32.7 

최대 0.9 6.4 12 1.7 11 0.4 3.8 9.5 3.9 39.8 

필
터 

교
체 

전

원수 1호정 0.9 4.6 12 1.1 8.1 0.2 1.9 8.5 3.9 38.8 

원수 2호정 활성탄 
필터 여과 후 0.7 5.7 9.3 1.7 9.7 0.2 1.9 9.5 3.6 35.5 

원수 3호정 0.6 6.4 9.8 1.3 11 0.4 3.8 4.3 2.2 39.8 

원수 4호정 0.5 5.6 6.5 0.8 11 0.4 1.4 2.7 1.3 32.7 

원수 저장조 0.6 5.7 8.5 1.4 10 0.2 2.1 7.1 2.9 35.0 

1차 (1.0㎛) 여과 후 0.7 5.5 8.6 1.5 9.9 0.2 1.9 7.8 3.1 35.1 

2차 (0.2㎛) 여과 후 0.7 5.6 8.8 1.5 10 0.2 2.0 7.8 3.3 34.8 

필
터  

교
체

후

원수 2호정 활성탄 
필터 여과 후 0.8 5.8 9.3 1.7 9.5 0.2 2.1 8.7 3.7 36.2 

원수 저장조 0.6 5.8 7.6 1.2 10 0.2 2.1 4.9 1.7 35.2 

1차 (1.0㎛) 여과 후 0.6 5.9 7.6 1.2 11 0.2 2.1 4.6 1.7 34.9 

2차 (0.2㎛) 여과 후 0.6 6.0 8.0 1.2 11 0.3 2.1 4.9 1.9 35.4 

표 A3-3. C 업체 주요 이온 분석 결과(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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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주 양이온 주 음이온

K Na Ca Mg Si F Cl NO3 SO4 HCO3

평균 0.5 6.9 14 2.0 11 0.2 4.8 7.4 3.0 51.0 

최소 0.4 5.6 9.5 1.6 10 0.1 1.5 4.6 1.4 42.1 

최대 0.5 8.2 16 2.4 12 0.3 11 12 4.4 56.5 

원수 1호정 0.4 5.6 9.5 1.6 11 0.1 1.5 6.4 1.8 43.3 

원수 1호정 5㎛ 필터 
여과 후 0.5 5.6 9.7 1.6 11 0.1 1.5 5.7 1.4 42.1 

원수 2호정 0.5 6.9 14 2.0 11 0.2 3.2 7.2 2.3 55.0 

원수 2호정 5㎛ 필터 
여과 후 0.5 6.8 14 2.0 11 0.2 3.4 7.9 2.4 55.5 

원수 3호정 0.4 6.0 13 1.9 10 0.3 2.2 7.9 3.2 48.7 

원수 3호정 5㎛ 필터 
여과 후 0.4 6.0 13 1.9 10 0.2 2.4 7.4 3.2 48.4 

원수 4호정 0.5 8.2 15 2.3 12 0.1 11 12 4.4 46.1 

원수 4호정 5㎛ 필터 
여과 후 0.5 8.2 15 2.4 12 0.2 11 12 4.2 46.7 

원수 5호정 0.4 6.2 14 2.0 11 0.2 2.7 4.6 1.8 56.2 

원수 5호정 5㎛ 필터 
여과 후 0.4 6.2 13 2.0 11 0.3 2.9 4.7 1.8 55.9 

원수 6호정 0.5 7.5 16 2.1 11 0.1 5.7 7.4 4.2 56.5 

원수 6호정 5㎛ 필터 
여과 후 0.5 7.5 16 2.1 11 0.2 5.7 7.2 4.2 55.8 

원수 저장조 0.5 6.9 14 2.0 11 0.2 3.5 7.2 2.3 53.3 

1차 (5㎛) 여과 후 0.5 7.6 15 2.1 12 0.1 6.1 4.9 3.4 51.6 

2차 (활성탄) 여과 후 
(1 line) 0.5 7.5 15 2.1 12 0.2 5.9 8.0 3.6 50.5 

3차 (1㎛) 여과 후 0.5 7.4 15 2.1 12 0.1 6.0 7.9 3.4 50.1 

4차 (0.2㎛) 여과 후 0.5 7.5 15 2.1 12 0.1 6.1 8.2 3.4 50.7 

표 A3-4. D 업체 주요 이온 분석 결과(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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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주 양이온 주 음이온

K Na Ca Mg Si F Cl NO3 SO4 HCO3

평균 1.0 12 37 3.5 7.8 0.4 16 18 26 73.0 

최소 0.9 10 33 3.2 7.5 0.1 13 16 25 67.0 

최대 1.1 15 43 3.6 8.0 1.1 19 20 28 102 

원수 1호정 1.0 11 36 3.5 8.0 0.2 19 20 25 67.0 

원수 2호정 1.1 15 43 3.5 7.5 1.1 15 17 28 102 

원수 3호정 0.9 10 33 3.2 8.0 0.1 13 16 28 68.0 

원수 저장조 1.0 11 36 3.5 7.7 0.3 17 19 26 72.0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0 11 35 3.4 7.6 0.3 17 18 26 69.0 

1차 (0.5㎛) 여과 후 1.0 12 37 3.6 8.0 0.4 17 19 26 70.0 

2차 (Nor 0.2㎛) 여과 후 1.0 12 36 3.5 7.8 0.3 17 18 26 70.0 

3차 (Abs 0.2㎛) 여과 후 1.0 12 36 3.5 7.9 0.3 17 19 26 70.0 

4차 (Abs 0.2㎛) 여과 후 1.0 12 36 3.4 7.6 0.4 16 18 26 68.0 

표 A3-5. E 업체 주요 이온 분석 결과(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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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주 양이온 주 음이온

K Na Ca Mg Si F Cl NO3 SO4 HCO3

필
터

교
체

후

평균 0.7 5.3 9.7 0.7 4.7 0.2 1.9 0.8 10 36.0 

최소 0.6 4.9 7.0 0.6 4.1 0.1 1.5 0.3 7.8 29.0 

최대 1.6 6.4 19 0.9 5.2 0.2 3.1 1.6 21 49.0 

원수 1호정 0.7 6.4 12 0.7 4.1 0.2 1.9 1.1 13 45.0 

원수 3호정 0.6 5.5 7.0 0.6 5.2 0.2 1.5 0.6 7.8 29.0 

원수 4호정 0.7 5.4 19 0.9 4.2 0.1 3.1 1.6 21 49.0 

원수 저장조 0.8 5.8 9.4 0.7 4.7 0.2 1.8 0.6 11 37.0 

샌드 필터 여과 후 1.6 5.3 8.9 0.7 4.8 0.2 2.9 1.1 9.6 33.0 

활성탄 필터 여과 후 0.8 5.0 8.6 0.7 4.8 0.2 1.7 0.7 8.9 34.0 

1차 (1.0㎛) 여과 후 0.6 5.1 8.7 0.7 4.7 0.1 1.5 0.7 8.9 34.0 

2차 (0.5㎛) 여과 후 0.6 4.9 8.4 0.7 4.6 0.1 1.6 0.7 8.7 34.0 

3차 (0.2㎛) 여과 후 0.6 5.0 8.6 0.7 4.8 0.1 1.7 n.d. 8.9 35.0 

4차 (0.65㎛) 여과 후 0.6 5.0 8.6 0.7 4.7 0.2 1.5 0.3 8.9 34.0 

처리수 저장조 0.6 4.9 8.5 0.7 4.6 0.1 1.6 0.6 8.8 34.0 

제균필터 (0.2㎛) 여과 후 0.6 5.0 8.5 0.7 4.7 0.1 1.6 n.d. 9.0 33.0 

표 A3-6. F 업체 주요 이온 분석 결과(mg/L)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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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주 양이온 주 음이온

K Na Ca Mg Si F Cl NO3 SO4 HCO3

평균 0.9 13 46 8.6 10 0.1 38 5.6 20 117 

최소 0.9 12 43 7.8 8.7 0.1 29 1.5 19 104 

최대 1.0 14 51 9.2 11 0.2 56 6.9 22 137 

필
터 

교
체 

전

원수 1호정 0.9 12 50 7.8 10 0.1 29 6.4 20 137 

원수 2호정 0.9 13 43 7.8 10 n.d. 33 6.7 22 111 

원수 3호정 0.9 13 51 9.2 8.7 0.1 56 1.5 22 105 

원수 4호정 1.0 14 43 9.2 11 0.2 43 6.9 19 104 

원수 저장조 0.9 13 46 8.8 10 n.d. 40 6.2 20 117 

전처리 (5㎛) 필터 여과 후 0.9 13 46 8.8 10 n.d. 39 5.9 21 117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0 13 46 8.6 10 n.d. 39 5.2 20 118 

1차 (3㎛) 여과 후 0.9 13 46 8.8 10 0.2 39 5.4 20 119 

2차 (1㎛) 여과 후 0.9 14 48 8.8 10 0.1 39 5.3 20 119 

3차 (0.5㎛) 여과 후 0.9 13 47 8.9 10 0.2 39 5.7 20 119 

4차 (0.2㎛) 여과 후 0.9 13 47 9.0 11 0.1 39 5.3 20 118 

필
터  

교
체

후

원수 저장조 0.9 13 47 8.6 10 0.1 37 5.7 21 117 

전처리 (5㎛) 필터 여과 후 0.9 13 46 8.5 10 0.1 37 6.1 21 116 

활성탄 필터 여과 후 0.9 13 46 8.6 10 0.1 37 5.4 21 117 

4차 (0.2㎛) 여과 후 0.9 13 46 8.5 10 n.d. 37 5.5 20 116 

표 A3-7. G 업체 주요 이온 분석 결과(mg/L)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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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주 양이온 주 음이온

K Na Ca Mg Si F Cl NO3 SO4 HCO3

평균 1.3 5.0 29 7.1 8.0 0.1 6.9 6.0 10 100 

최소 1.1 4.5 28 6.7 7.2 0.1 6.5 4.3 8.7 97.0 

최대 1.7 5.5 30 7.5 8.7 0.2 7.2 7.8 14 107 

원수 1호정 1.6 4.5 30 7.0 7.2 0.2 7.1 7.8 11 102 

원수 2호정 1.1 5.5 29 7.1 8.3 0.1 7.0 4.3 9.4 105 

원수 3호정 1.3 5.3 29 7.4 8.7 0.1 6.7 5.0 8.7 107 

원수 4호정 1.1 5.1 29 6.7 8.5 0.1 6.5 5.8 9.2 102 

원수 5호정 1.7 4.8 29 7.5 7.5 0.1 7.2 6.7 14 97 

원수 저장조 1.3 5.1 29 7.0 8.1 0.1 6.7 6.2 10 100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3 4.8 28 7.0 7.9 0.1 6.8 6.0 10 99.0 

1차 (1㎛) 여과 후 1.3 5.0 29 7.0 7.9 0.1 6.8 6.2 10 99.0 

2차 (0.5㎛) 여과 후 1.2 5.0 29 6.9 7.9 0.1 6.7 5.9 10 98.0 

3차 (1㎛) 여과 후 1.4 5.0 29 6.9 7.8 0.1 7.1 6.0 10 98.0 

4차 (0.2㎛) 여과 후 1.2 5.2 30 7.1 8.2 0.2 7.0 6.2 10 100 

처리수 저장조 1.3 5.0 29 7.0 8.0 0.1 6.7 6.3 10 99.0 

표 A3-8. H 업체 주요 이온 분석 결과(mg/L)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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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주 양이온 주 음이온

K Na Ca Mg Si F Cl NO3 SO4 HCO3

평균 0.5 25 12 1.4 10 0.9 4.8 3.6 14 87.0 

최소 0.4 7.9 8.4 0.8 9.0 0.3 2.3 1.9 8.3 83.0 

최대 0.6 30 23 3.3 10 1.1 5.8 6.1 16 96.0 

원수 1호정 (PET) 0.5 7.9 23 2.6 10 0.3 2.3 1.9 8.3 96.0 

원수 3호정 (PET) 0.6 16 20 3.3 9.0 0.4 4.3 6.1 13 95.0 

원수 4호정 (PC) 0.4 30 9.1 0.8 9.9 1.0 5.3 3.3 16 87.0 

PC 원수 저장조 0.4 28 8.5 0.8 9.7 1.0 5.0 2.9 15 84.0 

PET 원수 저장조 0.6 24 13 1.7 9.5 0.9 5.8 4.7 15 88.0 

PET 3㎛ 필터 여과 후 0.6 22 14 1.9 9.3 0.8 5.0 4.3 13 86.0 

PET 1㎛ 필터 여과 후 0.4 23 13 1.7 9.4 0.8 4.5 4.4 14 86.0 

PET 0.5㎛ 필터 여과 후 0.5 23 14 1.9 9.6 0.9 5.0 4.4 13 88.0 

PET 0.2㎛ 필터 여과 후 0.5 24 12 1.6 9.5 0.8 4.8 4.2 14 87.0 

PET 처리수 저장조 0.5 24 12 1.6 9.5 0.8 4.7 3.8 14 86.0 

PC 5㎛ 백필터① 여과 후 0.4 29 8.7 0.8 10 1.1 4.9 2.7 14 85.0 

PC 5㎛ 백필터② 여과 후 0.4 28 8.5 0.8 9.8 1.1 5.2 2.9 14 83.0 

PC 3㎛ 필터 여과 후 0.4 28 8.6 0.8 9.7 1.0 5.0 2.9 15 84.0 

PC 1㎛ 필터 여과 후 0.4 29 8.4 0.8 9.7 1.1 5.0 2.8 15 84.0 

PC 0.2㎛ 필터 여과 후 0.4 29 8.8 0.8 10 1.1 5.1 2.8 15 85.0 

PC 처리수 저장조 0.4 30 9.0 0.8 10 1.1 5.1 2.9 15 84.0 

표 A3-9. I 업체 주요 이온 분석 결과(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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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주 양이온 주 음이온

K Na Ca Mg Si F Cl NO3 SO4 HCO3

평균 0.6 3.4 10 1.0 6.7 0.2 2.4 1.9 3.5 39.0 

최소 0.5 3.1 7.1 0.6 6.0 0.1 1.3 1.5 2.7 32.0 

최대 0.8 3.7 11 1.6 7.4 0.3 3.3 2.8 4.1 43.0 

원수 1호정 0.5 3.2 7.1 1.6 7.1 n.d. 2.8 2.8 2.7 32.0 

원수 3호정 0.5 3.1 11 0.9 6.3 0.2 3.3 2.4 3.0 40.0 

원수 5호정 0.6 3.3 10 1.2 7.4 0.3 1.3 1.5 3.8 43.0 

원수 6호정 0.5 3.7 11 0.6 6.0 0.3 2.9 1.9 4.1 39.0 

원수 저장조 0.5 3.5 11 0.9 6.6 0.2 2.2 1.5 3.8 39.0 

1차 (5㎛) 여과 후 0.5 3.5 11 0.9 6.8 0.2 2.1 1.7 3.8 39.0 

2차 (3㎛) 여과 후 0.5 3.4 10 0.9 6.8 0.2 2.1 1.6 3.8 39.0 

3차 (0.2㎛) 여과 후 0.8 3.3 10 0.9 6.6 0.1 2.5 1.9 3.2 38.0 

처리수 저장조 0.7 3.4 10 0.9 6.7 0.2 2.6 1.5 3.4 41.0 

표 A3-10. J 업체 주요 이온 분석 결과(mg/L)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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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주 양이온 주 음이온

K Na Ca Mg Si F Cl NO3 SO4 HCO3

평균 0.6 12 22 3.0 8.5 1.2 9.2 5.9 17 72.0 

최소 0.6 11 21 1.9 7.7 1.0 8.1 2.0 15 68.0 

최대 0.7 15 22 3.3 8.9 1.6 11 19.0 19 76.0 

원수 1호정 0.7 12 22 3.1 8.0 1.0 11 19 15 68.0 

원수 2호정 0.6 15 21 1.9 7.7 1.6 8.1 3.3 19 72.0 

원수 3호정 0.6 13 22 2.9 8.9 1.4 8.3 2.0 19 76.0 

1차 (1㎛) 여과 후 0.6 12 22 2.9 8.8 1.1 9.2 4.7 17 72.0 

원수 저장조 0.6 11 21 3.2 8.5 1.3 8.5 2.5 19 75.0 

2차 (0.5㎛) 여과 후 0.6 11 21 3.2 8.7 1.1 9.4 5.0 17 72.0 

3차 (0.45㎛) 여과 후 0.7 12 22 3.2 8.8 1.1 9.7 5.5 17 71.0 

처리수 저장조 0.6 11 22 3.3 8.9 1.1 9.6 5.2 17 71.0 

표 A3-11. K 업체 주요 이온 분석 결과(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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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주 양이온 주 음이온

K Na Ca Mg Si F Cl NO3 SO4 HCO3

평균 1.2 6.8 31 3.5 6.2 0.2 6.5 7.3 7.8 92.0 

최소 0.7 3.1 20 2.1 5.4 0.1 3.3 5.8 4.9 60.0 

최대 1.8 12 46 5.5 7.3 0.5 9.2 9.2 11 140 

원수 2호정(세척수용) 1.5 12 29 2.3 6.5 0.5 7.8 5.8 9.5 90.0 

원수 3호정(세척수용) 1.0 8.9 46 5.5 7.3 0.1 9.2 7.6 9.2 140 

원수 4호정 1.2 8.1 41 4.2 6.3 0.1 8.8 9.2 11 117 

원수 6호정 1.2 3.1 20 2.1 5.4 0.1 3.3 6.3 4.9 60.0 

원수 7호정 1.2 4.1 24 3.9 6.1 n.d. 5.2 7.5 6.8 73.0 

원수 저장조 1.2 4.8 27 3.3 5.9 0.2 5.6 7.3 6.7 79.0 

3㎛(DOE) 필터 여과 후 1.2 4.9 28 3.4 6.0 n.d. 5.6 7.5 7.0 81.0 

1㎛(DOE) 필터 여과 후 1.2 4.8 27 3.3 6.0 n.d. 5.6 7.4 6.7 81.0 

①0.2㎛(7-code) 
필터 여과 후 1.2 4.9 28 3.3 5.9 n.d. 5.6 7.5 7.1 81.0 

②0.2㎛(7-code) 
필터 여과 후 1.2 4.9 27 3.3 5.9 0.2 5.8 7.3 7.1 81.0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2 4.8 27 3.3 5.9 n.d. 5.4 7.4 6.7 77.0 

1㎛(MF) 필터 여과 후 1.2 5.0 27 3.3 6.1 n.d. 5.7 7.8 7.0 80.0 

처리수 저장조 1.2 5.0 28 3.4 6.1 0.1 5.5 7.6 6.9 80.0 

세척수 샌드필터 여과 후 1.2 11 37 3.8 6.8 0.2 8.4 7.1 9.7 112 

세척수 활성탄 필터 여과 후 0.7 11 39 3.9 7.0 0.3 8.7 7.2 9.8 116 

세척수 0.2㎛ 필터 여과 후 1.8 11 38 3.8 6.8 0.3 8.5 6.9 9.7 115 

표 A3-12. L 업체 주요 이온 분석 결과(mg/L)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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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주 양이온 주 음이온

K Na Ca Mg Si F Cl NO3 SO4 HCO3

평균 0.6 1.9 15 5.9 4.6 0.1 3.7 2.6 7.5 62.0 

최소 0.6 1.8 15 5.8 4.5 0.0 2.2 1.2 6.6 62.0 

최대 0.7 2.0 15 6.0 4.7 0.1 4.4 3.4 9.8 63.0 

원수 1호정 0.6 2.0 15 5.9 4.6 0.1 2.2 1.2 9.8 63.0 

원수 2호정 0.7 1.8 15 6.0 4.7 0.1 4.4 3.4 6.6 63.0 

원수 저장조 0.6 1.8 15 5.8 4.5 0.0 3.8 2.8 7.3 62.0 

1차 (3㎛) 여과 후 0.6 1.8 15 6.0 4.6 0.1 4.0 2.7 7.3 62.0 

2차 (0.5㎛) 여과 후 0.7 1.9 15 5.9 4.5 0.0 3.9 2.6 7.3 62.0 

3차 (1㎛) 여과 후 0.6 1.8 15 5.9 4.6 0.1 3.9 2.7 7.2 62.0 

처리수 저장조 0.6 1.8 15 5.9 4.5 0.0 3.8 2.7 7.1 62.0 

표 A3-13. M 업체 주요 이온 분석 결과(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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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업체별 수질 유형 구분

그림 A4-1. A 업체의 현장 수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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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2. B 업체의 (a) 필터 교체 전과 (b) 필터 

교체 후의 현장 수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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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3. C 업체의 (a) 필터 교체 전과 (b) 필터 

교체 후의 현장 수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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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4. D 업체의 현장 수질 유형

그림 A4-5. E 업체의 현장 수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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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6. F 업체의 (a) 필터 교체 전과 (b) 필터 

교체 후의 현장 수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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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7. G 업체의 (a) 필터 교체 전과 (b) 필터 

교체 후의 현장 수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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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8. H 업체의 현장 수질 유형



- 152 -

그림 A4-9. I 업체 (a) PET 공정 라인과 (b) PC 공정 

라인에서의 현장 수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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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10. J 업체의 현장 수질 유형

그림 A4-11. K 업체의 현장 수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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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12. L 업체의 현장 수질 유형

그림 A4-13. M 업체의 현장 수질 유형



- 155 -

부록 5. 업체별 미량 중금속 분석 결과

  

시료명 As Cd Co Cr Cs Cu Pb Zn

평균 1.70 <0.05 0.64 <0.1 0.15 0.67 0.35 2.30 

최소 <0.5 - 0.10 - 0.07 0.22 <0.1 0.52 

최대 3.00 - 1.27 - 0.23 1.11 0.97 4.26 

원수 1호정 1.34 <0.05 0.10 <0.1 0.07 0.23 <0.1 0.84 

원수 2호정 <0.5 <0.05 0.10 <0.1 0.07 0.22 <0.1 0.52 

원수 3호정 3.00 <0.05 1.27 <0.1 0.23 1.11 0.97 4.26 

원수 저장조 1.77 <0.05 0.74 <0.1 0.19 0.87 0.37 3.03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72 <0.05 0.72 <0.1 0.15 0.77 0.25 2.18 

1차 (1.2 ㎛) 여과 후 1.76 <0.05 0.71 <0.1 0.15 0.56 0.26 2.08 

2차 (0.65 ㎛) 여과 후 1.80 <0.05 0.72 <0.1 0.15 0.79 0.25 2.19 

처리수 저장조 1.74 <0.05 0.73 <0.1 0.16 0.83 0.53 3.30 

표 A5-1. A 업체 주요 중금속 분석 결과(μ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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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As Cd Co Cr Cs Cu Pb Zn

평균 0.47 <0.05 <0.1 0.26 0.04 0.30 0.28 0.47 

최소 0.10 - - 0.16 0.01 0.12 0.10 0.10 

최대 2.66 - - 0.39 0.08 0.87 1.03 2.66 

필
터

교
체

전

원수 2호정 <0.5 <0.05 <0.1 0.25 0.03 0.19 <0.1 <0.1

원수 3호정 <0.5 <0.05 <0.1 0.16 0.03 0.30 0.35 <0.1

원수 4호정 2.64 <0.05 <0.1 0.19 0.08 0.23 0.31 0.41 

원수 5호정 <0.5 <0.05 <0.1 0.26 0.02 0.36 1.03 0.22 

원수 6호정 <0.5 <0.05 <0.1 0.30 0.01 0.12 <0.1 0.65 

원수 7호정 <0.5 <0.05 <0.1 0.39 0.06 0.19 0.17 1.43 

원수 저장조 <0.5 <0.05 <0.1 0.28 0.04 0.21 0.41 <0.1

2차 (활성탄) 여과 후 <0.5 <0.05 <0.1 0.28 0.04 0.35 0.31 <0.1

3차 (1㎛) 여과 후 <0.5 <0.05 <0.1 0.29 0.04 0.29 0.20 <0.1

4차 (0.5㎛) 여과 후 <0.5 <0.05 <0.1 0.27 0.04 0.21 0.19 <0.1

처리수 저장조 <0.5 <0.05 <0.1 0.27 0.04 0.87 0.34 1.91 

5차 (0.3㎛) 여과 후 <0.5 <0.05 <0.1 0.27 0.04 0.65 0.61 2.66 

필
터  

교
체

후

원수 저장조 <0.5 <0.05 <0.1 0.31 0.04 0.36 0.19 <0.1

2차 (활성탄) 여과 후 <0.5 <0.05 <0.1 0.21 0.04 0.18 <0.1 <0.1

3차 (1㎛) 여과 후 <0.5 <0.05 <0.1 0.24 0.03 0.13 <0.1 <0.1

4차 (0.5㎛) 여과 후 <0.5 <0.05 <0.1 0.22 0.03 0.18 <0.1 <0.1

처리수 저장조 <0.5 <0.05 <0.1 0.27 0.03 0.22 <0.1 <0.1

5차 (0.3㎛) 여과 후 <0.5 <0.05 <0.1 0.25 0.03 0.29 0.29 <0.1

표 A5-2. B 업체 주요 중금속 분석 결과(μg/L)



- 157 -

시료명 As Cd Co Cr Cs Cu Pb Zn

평균 <0.5 <0.05 <0.1 0.24 <0.05 0.28 0.24 1.59 

최소 - - - 0.10 - 0.18 0.10 0.40 

최대 - - - 0.59 - 0.61 0.55 3.02 

필
터 

교
체 

전

원수 1호정 <0.5 <0.05 <0.1 0.28 <0.05 0.29 <0.1 0.68 

원수 2호정 활성탄 
필터 여과 후 <0.5 <0.05 <0.1 0.21 <0.05 0.19 <0.1 0.40 

원수 3호정 <0.5 <0.05 <0.1 0.59 <0.05 0.61 <0.1 3.02 

원수 4호정 <0.5 <0.05 <0.1 0.43 <0.05 0.21 <0.1 1.30 

원수 저장조 <0.5 <0.05 <0.1 0.24 <0.05 0.27 <0.1 0.66 

1차 (1.0㎛) 여과 후 <0.5 <0.05 <0.1 0.30 <0.05 0.30 <0.1 1.36 

2차 (0.2㎛) 여과 후 <0.5 <0.05 <0.1 0.24 <0.05 0.23 <0.1 0.97 

필
터  

교
체

후

원수 2호정 활성탄 
필터 여과 후 <0.5 <0.05 <0.1 <0.1 <0.05 0.35 0.53 1.96 

원수 저장조 <0.5 <0.05 <0.1 <0.1 <0.05 0.23 0.43 2.48 

1차 (1.0㎛) 여과 후 <0.5 <0.05 <0.1 <0.1 <0.05 0.24 0.55 2.79 

2차 (0.2㎛) 여과 후 <0.5 <0.05 <0.1 <0.1 <0.05 0.18 0.47 1.84 

표 A5-3. C 업체 주요 중금속 분석 결과(μ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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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As Cd Co Cr Cs Cu Pb Zn

평균 <0.5 <0.05 <0.1 0.22 <0.05 0.41 <0.1 2.90 

최소 - - - <0.1 - 0.08 - 0.00 

최대 - - - 0.33 - 1.65 - 16.7 

원수 1호정 <0.5 <0.05 <0.1 0.19 <0.05 0.08 <0.1 16.7 

원수 1호정 5㎛ 필터 
여과 후 <0.5 <0.05 <0.1 0.23 <0.05 0.78 <0.1 1.10 

원수 2호정 <0.5 <0.05 <0.1 0.28 <0.05 0.13 <0.1 0.87 

원수 2호정 5㎛ 필터 
여과 후 <0.5 <0.05 <0.1 0.33 <0.05 0.32 <0.1 0.88 

원수 3호정 <0.5 <0.05 <0.1 0.24 <0.05 0.13 <0.1 0.69 

원수 3호정 5㎛ 필터 
여과 후 <0.5 <0.05 <0.1 0.22 <0.05 0.27 <0.1 1.53 

원수 4호정 <0.5 <0.05 <0.1 0.25 <0.05 0.23 <0.1 1.81 

원수 4호정 5㎛ 필터 
여과 후 <0.5 <0.05 <0.1 0.24 <0.05 0.38 <0.1 1.11 

원수 5호정 <0.5 <0.05 <0.1 0.26 <0.05 0.32 <0.1 1.64 

원수 5호정 5㎛ 필터 
여과 후 <0.5 <0.05 <0.1 0.25 <0.05 0.12 <0.1 0.00 

원수 6호정 <0.5 <0.05 <0.1 0.17 <0.05 0.19 <0.1 1.56 

원수 6호정 5㎛ 필터 
여과 후 <0.5 <0.05 <0.1 0.25 <0.05 0.27 <0.1 1.19 

원수 저장조 <0.5 <0.05 <0.1 0.24 <0.05 0.31 <0.1 1.29 

1차 (5㎛) 여과 후 <0.5 <0.05 <0.1 <0.1 <0.05 0.36 <0.1 1.19 

2차 (활성탄) 여과 후  
(1 line) <0.5 <0.05 <0.1 <0.1 <0.05 0.65 <0.1 1.60 

3차 (1㎛) 여과 후 <0.5 <0.05 <0.1 <0.1 <0.05 1.65 <0.1 13.6 

4차 (0.2㎛) 여과 후 <0.5 <0.05 <0.1 0.23 <0.05 0.70 <0.1 2.47 

표 A5-4. D 업체 주요 중금속 분석 결과(μ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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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As Cd Co Cr Cs Cu Pb Zn

평균 0.69 <0.05 <0.1 <0.1 0.16 0.21 0.50 2.34 

최소 <0.5 - - - 0.11 0.11 0.23 1.08 

최대 2.21 - - - 0.27 0.34 0.82 4.01 

원수 1호정 <0.5 <0.05 <0.1 <0.1 0.14 0.23 0.28 1.67 

원수 2호정 2.21 <0.05 <0.1 <0.1 0.27 0.15 0.45 1.48 

원수 3호정 <0.5 <0.05 <0.1 <0.1 0.11 0.13 0.61 3.76 

원수 저장조 <0.5 <0.05 <0.1 <0.1 0.16 0.18 0.34 1.75 

활성탄 필터 여과 후 <0.5 <0.05 <0.1 <0.1 0.15 0.34 0.82 3.37 

1차 (0.5㎛) 여과 후 <0.5 <0.05 <0.1 <0.1 0.15 0.11 0.23 1.25 

2차 (Nor 0.2㎛) 여과 후 <0.5 <0.05 <0.1 <0.1 0.14 0.30 0.44 1.08 

3차 (Abs 0.2㎛) 여과 후 <0.5 <0.05 <0.1 <0.1 0.15 0.21 0.72 4.01 

4차 (Abs 0.2㎛) 여과 후 <0.5 <0.05 <0.1 <0.1 0.15 0.20 0.61 2.67 

표 A5-5. E 업체 주요 중금속 분석 결과(μ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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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As Cd Co Cr Cs Cu Pb Zn

평균 2.60 <0.05 <0.1 0.11 1.66 3.42 0.20 1.67

최소 1.05 - - 0.01 0.05 0.13 0.07 0.17

최대 6.01 - - 0.41 6.65 22.4 0.78 5.66

필
터 

교
체 

전

원수 1호정 2.50 <0.05 <0.1 0.08 2.08 2.43 0.55 5.66 

원수 3호정 3.34 <0.05 <0.1 0.13 6.65 9.63 0.44 3.47 

원수 4호정 1.25 <0.05 <0.1 0.10 2.36 8.95 0.10 1.87 

원수 저장조 6.01 <0.05 <0.1 0.07 1.25 4.97 0.11 2.57 

샌드 필터 여과 후 1.05 <0.05 <0.1 0.07 2.43 6.15 0.07 3.03 

활성탄 필터 여과 후 5.28 <0.05 <0.1 0.20 2.77 22.4 0.25 1.34 

1차 (1.0㎛) 여과 후 3.88 <0.05 <0.1 0.02 3.73 3.06 0.15 1.69 

2차 (0.5㎛) 여과 후 3.96 <0.05 <0.1 0.04 3.90 8.14 0.30 1.13 

3차 (0.2㎛) 여과 후 4.01 <0.05 <0.1 0.03 3.98 4.18 0.21 1.35 

4차 (0.65㎛) 여과 후 3.82 <0.05 <0.1 0.03 4.07 3.11 0.38 1.26 

처리수 저장조 4.08 <0.05 <0.1 0.01 3.91 1.01 0.78 1.55 

필
터  

교
체

후

원수 1호정 2.11 <0.05 <0.1 0.18 0.06 0.36 <0.1 1.89 

원수 3호정 1.52 <0.05 <0.1 <0.1 0.06 0.31 <0.1 1.71 

원수 4호정 3.81 <0.05 <0.1 0.41 0.09 0.80 <0.1 0.40 

원수 저장조 1.83 <0.05 <0.1 0.22 0.08 0.33 <0.1 1.83 

샌드 필터 여과 후 1.70 <0.05 <0.1 0.18 0.11 0.66 <0.1 2.06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33 <0.05 <0.1 <0.1 0.13 0.31 <0.1 1.03 

1차 (1.0㎛) 여과 후 1.39 <0.05 <0.1 <0.1 0.09 0.68 <0.1 1.44 

2차 (0.5㎛) 여과 후 1.42 <0.05 <0.1 <0.1 0.10 0.24 <0.1 0.84 

3차 (0.2㎛) 여과 후 1.39 <0.05 <0.1 <0.1 0.08 0.23 <0.1 0.36 

4차 (0.65㎛) 여과 후 1.39 <0.05 <0.1 <0.1 <0.05 0.13 <0.1 0.17 

처리수 저장조 1.39 <0.05 <0.1 <0.1 <0.05 0.23 <0.1 0.40 

제균필터 (0.2㎛) 여과 후 1.37 <0.05 <0.1 <0.1 <0.05 0.23 <0.1 1.40 

표 A5-6. F 업체 주요 중금속 분석 결과(μ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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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As Cd Co Cr Cs Cu Pb Zn

평균 1.11 <0.05 <0.1 <0.1 0.11 0.14 0.41 3.68 

최소 0.50 - - - 0.06 0.04 0.05 1.30 

최대 2.99 - - - 0.32 0.41 1.36 7.29 

필
터 

교
체 

전

원수 1호정 0.67 <0.05 <0.1 <0.1 0.07 0.19 0.72 2.50 

원수 2호정 1.31 <0.05 <0.1 <0.1 0.11 <0.1 0.25 1.30 

원수 3호정 2.99 <0.05 <0.1 <0.1 0.32 <0.1 0.63 4.40 

원수 4호정 <0.5 <0.05 <0.1 <0.1 0.06 0.41 1.36 7.29 

원수 저장조 1.01 <0.05 <0.1 <0.1 0.10 <0.1 0.18 3.82 

전처리 (5㎛) 필터 여과 후 1.04 <0.05 <0.1 <0.1 0.09 0.04 0.09 3.37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02 <0.05 <0.1 <0.1 0.10 0.23 0.45 5.22 

1차 (3㎛) 여과 후 0.95 <0.05 <0.1 <0.1 0.10 <0.1 0.05 2.57 

2차 (1㎛) 여과 후 0.99 <0.05 <0.1 <0.1 0.10 <0.1 0.10 3.04 

3차 (0.5㎛) 여과 후 0.99 <0.05 <0.1 <0.1 0.10 <0.1 0.09 2.42 

4차 (0.2㎛) 여과 후 1.04 <0.05 <0.1 <0.1 0.10 <0.1 0.12 2.70 

필
터  

교
체

후

원수 저장조 1.03 <0.05 <0.1 <0.1 0.10 0.15 0.37 3.74 

전처리 (5㎛) 필터 여과 후 1.06 <0.05 <0.1 <0.1 0.09 <0.1 0.64 4.25 

활성탄 필터 여과 후 1.05 <0.05 <0.1 <0.1 0.10 0.16 0.31 3.87 

4차 (0.2㎛) 여과 후 1.02 <0.05 <0.1 <0.1 0.10 <0.1 0.86 4.70 

표 A5-7. G 업체 주요 중금속 분석 결과(μ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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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As Cd Co Cr Cs Cu Pb Zn

평균 <0.5 <0.1 <0.1 0.18 0.01 9.12 0.07 3.57 

최소 - - - 0.11 0.00 5.08 0.03 1.61 

최대 - - - 0.32 0.01 17.9 0.14 13.8 

원수 1호정 <0.5 <0.1 <0.1 0.20 0.01 5.08 0.04 2.39 

원수 2호정 <0.5 <0.1 <0.1 0.25 0.00 17.9 0.09 1.79 

원수 3호정 <0.5 <0.1 <0.1 0.18 0.01 5.96 0.05 13.8 

원수 4호정 <0.5 <0.1 <0.1 0.27 0.01 8.91 0.03 1.76 

원수 5호정 <0.5 <0.1 <0.1 0.18 0.01 8.33 0.11 2.45 

원수 저장조 <0.5 <0.1 <0.1 0.32 0.01 7.09 0.11 1.61 

활성탄 필터 여과 후 <0.5 <0.1 <0.1 0.16 0.01 17.2 0.14 3.79 

1차 (1㎛) 여과 후 <0.5 <0.1 <0.1 0.13 0.01 7.59 0.11 3.03 

2차 (0.5㎛) 여과 후 <0.5 <0.1 <0.1 0.13 0.01 6.40 0.03 2.18 

3차 (1㎛) 여과 후 <0.5 <0.1 <0.1 0.14 0.01 9.32 0.06 4.18 

4차 (0.2㎛) 여과 후 <0.5 <0.1 <0.1 0.12 0.01 9.20 0.03 2.35 

처리수 저장조 <0.5 <0.1 <0.1 0.11 0.01 6.43 0.07 3.62 

표 A5-8. H 업체 주요 중금속 분석 결과(μ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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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As Cd Co Cr Cs Cu Pb Zn

평균 4.72 0.02 <0.1 0.11 0.27 2.07 0.10 2.87 

최소 0.50 0.02 - 0.06 0.02 0.12 0.01 0.83 

최대 5.99 0.03 - 0.35 0.37 11.9 0.23 13.1 

원수 1호정 (PET) <0.5 0.02 <0.1 0.35 0.02 0.36 0.08 2.67 

원수 3호정 (PET) 4.28 0.02 <0.1 <0.1 0.08 0.12 0.01 13.1 

원수 4호정 (PC) 5.99 0.02 <0.1 0.06 0.37 0.25 0.15 2.32 

PC 원수 저장조 5.69 0.02 <0.1 <0.1 0.35 0.24 0.12 1.70 

PET 원수 저장조 4.65 0.02 <0.1 <0.1 0.25 0.86 0.13 4.61 

PET 3㎛ 필터 여과 후 4.42 0.02 <0.1 <0.1 0.21 0.79 0.05 1.61 

PET 1㎛ 필터 여과 후 4.22 0.02 <0.1 <0.1 0.23 0.46 0.09 6.20 

PET 0.5㎛ 필터 여과 후 4.27 0.02 <0.1 <0.1 0.22 0.37 0.04 2.59 

PET 0.2㎛ 필터 여과 후 4.46 0.02 <0.1 <0.1 0.26 0.42 0.06 2.43 

PET 처리수 저장조 4.84 0.02 <0.1 <0.1 0.25 0.41 0.05 1.43 

PC 5㎛ 백필터① 여과 후 5.52 0.02 <0.1 <0.1 0.34 1.95 0.23 1.27 

PC 5㎛ 백필터② 여과 후 5.09 0.02 <0.1 <0.1 0.33 11.9 0.14 1.49 

PC 3㎛ 필터 여과 후 5.27 0.02 <0.1 <0.1 0.34 0.30 0.12 1.09 

PC 1㎛ 필터 여과 후 5.40 0.02 <0.1 <0.1 0.34 8.80 0.11 1.13 

PC 0.2㎛ 필터 여과 후 5.64 0.02 <0.1 <0.1 0.36 0.30 0.11 1.43 

PC 처리수 저장조 5.20 0.03 <0.1 <0.1 0.36 5.57 0.12 0.83 

표 A5-9. I 업체 주요 중금속 분석 결과(μ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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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As Cd Co Cr Cs Cu Pb Zn

평균 1.18 0.01 <0.1 0.53 0.01 5.49 0.05 3.19 

최소 0.50 0.01 - 0.45 0.01 0.18 0.02 2.06 

최대 1.91 0.01 - 0.61 0.01 25.6 0.11 6.09 

원수 1호정 <0.5 0.01 <0.1 0.61 0.01 4.06 0.02 2.21 

원수 3호정 <0.5 0.01 <0.1 0.57 0.01 10.4 0.06 2.06 

원수 5호정 1.28 0.01 <0.1 0.51 0.01 3.04 0.03 3.16 

원수 6호정 1.91 0.01 <0.1 0.55 0.01 2.26 0.02 3.49 

원수 저장조 1.40 0.01 <0.1 0.54 0.01 25.6 0.07 6.09 

1차 (5㎛) 여과 후 1.28 0.01 <0.1 0.45 0.01 3.33 0.05 2.51 

2차 (3㎛) 여과 후 1.31 0.01 <0.1 0.59 0.01 0.18 0.03 3.86 

3차 (0.2㎛) 여과 후 1.14 0.01 <0.1 0.46 0.01 0.37 0.11 2.31 

처리수 저장조 1.34 0.01 <0.1 0.52 0.01 0.21 0.08 3.04 

표 A5-10. J 업체 주요 중금속 분석 결과(μ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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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As Cd Co Cr Cs Cu Pb Zn

평균 3.01 <0.05 <0.1 0.68 2.22 9.72 0.44 8.83 

최소 2.06 - - 0.06 2.01 2.22 0.09 1.35 

최대 3.97 - - 4.32 2.89 19.8 0.79 18.0 

원수 1호정 2.06 <0.05 <0.1 0.06 2.36 4.36 0.79 13.3 

원수 2호정 3.97 <0.05 <0.1 4.32 2.89 15.9 0.51 3.88 

원수 3호정 3.87 <0.05 <0.1 0.26 2.12 5.99 0.09 1.35 

1차 (1㎛) 여과 후 2.60 <0.05 <0.1 0.18 2.11 10.1 0.63 6.19 

원수 저장조 2.69 <0.05 <0.1 0.06 2.08 2.22 0.12 13.3 

2차 (0.5㎛) 여과 후 3.63 <0.05 <0.1 0.24 2.09 16.6 0.35 6.32 

3차 (0.45㎛) 여과 후 2.61 <0.05 <0.1 0.10 2.01 2.73 0.41 8.32 

처리수 저장조 2.67 <0.05 <0.1 0.23 2.14 19.8 0.59 18.0 

표 A5-11. K 업체 주요 중금속 분석 결과(μg/L)



- 166 -

시료명 As Cd Co Cr Cs Cu Pb Zn

평균 4.37 <0.05 <0.1 0.37 0.40 2.23 <0.1 2.06 

최소 0.77 - - 0.18 0.05 0.13 - 1.05 

최대 10.7 - - 0.54 0.94 13.9 - 4.36 

원수 2호정(세척수용) 10.7 <0.05 <0.1 0.49 0.44 13.9 <0.1 4.36 

원수 3호정(세척수용) 2.02 <0.05 <0.1 0.38 0.94 8.50 <0.1 2.08 

원수 4호정 3.07 <0.05 <0.1 0.29 0.60 0.42 <0.1 2.13 

원수 6호정 0.77 <0.05 <0.1 0.30 0.05 0.28 <0.1 3.50 

원수 7호정 7.61 <0.05 <0.1 0.53 0.34 0.18 <0.1 1.46 

원수 저장조 3.27 <0.05 <0.1 0.37 0.27 0.36 <0.1 1.79 

3㎛(DOE) 필터 여과 후 3.34 <0.05 <0.1 0.36 0.29 0.29 <0.1 1.23 

1㎛(DOE) 필터 여과 후 3.41 <0.05 <0.1 0.36 0.28 0.50 <0.1 2.38 

①0.2㎛(7-code) 필터 
여과 후 3.33 <0.05 <0.1 0.38 0.31 0.32 <0.1 1.90 

②0.2㎛(7-code) 필터 
여과 후 3.24 <0.05 <0.1 0.40 0.29 0.35 <0.1 1.20 

활성탄 필터 여과 후 3.19 <0.05 <0.1 0.18 0.29 0.29 <0.1 1.22 

1㎛(MF) 필터 여과 후 3.34 <0.05 <0.1 0.28 0.29 0.21 <0.1 1.18 

처리수 저장조 3.49 <0.05 <0.1 0.18 0.29 0.13 <0.1 1.05 

세척수 샌드필터 여과 후 6.19 <0.05 <0.1 0.34 0.55 4.23 <0.1 3.05 

세척수 활성탄 필터 여과 후 6.57 <0.05 <0.1 0.54 0.61 3.68 <0.1 2.39 

세척수 0.2㎛ 필터 여과 후 6.37 <0.05 <0.1 0.51 0.62 2.11 <0.1 2.11 

표 A5-12. L 업체 주요 중금속 분석 결과(μ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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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As Cd Co Cr Cs Cu Pb Zn

평균 0.59 <0.1 <0.1 0.35 0.07 9.52 0.07 1.57 

최소 0.54 - - 0.23 0.06 2.83 0.03 0.30 

최대 0.65 - - 0.43 0.07 24.7 0.20 4.83 

원수 1호정 0.58 <0.1 <0.1 0.23 0.06 2.83 0.03 0.30 

원수 2호정 0.59 <0.1 <0.1 0.35 0.07 6.72 0.04 1.42 

원수 저장조 0.54 <0.1 <0.1 0.32 0.07 4.43 0.04 0.64 

1차 (3㎛) 여과 후 0.59 <0.1 <0.1 0.43 0.07 15.9 0.07 1.92 

2차 (0.5㎛) 여과 후 0.57 <0.1 <0.1 0.40 0.07 24.7 0.20 4.83 

3차 (1㎛) 여과 후 0.65 <0.1 <0.1 0.37 0.06 6.57 0.07 1.28 

처리수 저장조 0.59 <0.1 <0.1 0.35 0.07 5.55 0.03 0.58 

표 A5-13. M 업체 주요 중금속 분석 결과(μ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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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업체별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원수 1호정 n.a. n.a. 217 n.a. n.a. 0.03 2.62 <0.02

원수 2호정 n.a. n.a. 125 n.a. n.a. 0.05 3.82 <0.02

원수 3호정 n.a. n.a. 376 n.a. n.a. 0.14 11.7 <0.02

원수 저장조 <0.01 0.02 55.6 0.00 0.23 0.09 7.51 <0.02

활성탄 필터 여과 후 n.a. n.a. 129 n.a. n.a. 0.08 6.47 <0.02

1차 (1.2 ㎛) 여과 후 n.a. n.a. 119 n.a. n.a. 0.08 6.43 <0.02

2차 (0.65 ㎛) 여과 후 n.a. n.a. 125 n.a. n.a. 0.08 6.51 <0.02

처리수 저장조 <0.01 0.02 107 0.07 0.22 0.08 6.76 <0.02

제품수 n.a. n.a. 50.3 n.a. n.a. n.a. n.a. n.a.

표 A6-1. A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n.a. not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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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원수 2호정 n.a. n.a. 87.5 0.03 0.16 0.07 5.89 0.00 

원수 3호정 n.a. n.a. 195 0.03 <0.08 0.04 3.61 0.00 

원수 4호정 n.a. n.a. 233 0.03 0.16 0.09 7.14 0.00 

원수 5호정 n.a. n.a. 196 0.00 0.08 0.02 1.41 0.00 

원수 6호정 n.a. n.a. 175 0.01 <0.08 0.01 1.14 0.00 

원수 7호정 n.a. n.a. 136 0.00 n.d. 0.02 1.48 0.00 

원수 저장조 n.a. n.a. 64.7 0.01 0.10 0.04 3.34 0.00 

2차 (활성탄) 여과 후 n.a. n.a. 70.4 0.00 <0.09 0.01 1.05 0.00 

3차 (1㎛) 여과 후 n.a. n.a. 63.6 0.00 n.d. 0.01 1.06 0.00 

4차 (0.5㎛) 여과 후 n.a. n.a. 70.8 0.01 n.d. 0.01 1.08 0.00 

처리수 저장조 n.a. n.a. 33.7 0.00 <0.09 0.01 0.98 0.00 

5차 (0.3㎛) 여과 후 n.a. n.a. 46.8 0.01 n.d. 0.01 0.98 0.00 

제품수 n.a. n.a. 16.7 n.d. n.d. 0.06 4.68 0.00 

세척수 n.a. n.a. n.d. 0.04 0.15 0.08 6.68 0.00 

표 A6-2. 2015년 B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n.a. not analyzed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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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필
터

교
체
 
전

원수 2호정 n.a. n.a. 75.1 n.a. n.a. 0.06 5.05 <0.02

원수 3호정 n.a. n.a. 142 n.a. n.a. 0.05 3.82 <0.02

원수 4호정 n.a. n.a. 178 n.a. n.a. 0.51 41.6 <0.02

원수 5호정 n.a. n.a. 141 n.a. n.a. 0.02 1.69 <0.02

원수 6호정 n.a. n.a. 102 n.a. n.a. 0.02 1.30 <0.02

원수 7호정 n.a. n.a. 80.3 n.a. n.a. 0.02 1.35 <0.02

원수 저장조 <0.01 0.01 35.4 0.00 <0.11 0.08 6.50 <0.02

2차 (활성탄) 여과 후 n.a. n.a. 48.7 n.a. n.a. 0.08 6.64 <0.02

3차 (1㎛) 여과 후 n.a. n.a. 48.8 n.a. n.a. 0.09 7.40 <0.02

4차 (0.5㎛) 여과 후 n.a. n.a. 62.6 n.a. n.a. 0.09 7.17 <0.02

처리수 저장조 <0.01 <0.02 44.2 0.00 <0.11 0.09 7.20 <0.02

5차 (0.3㎛) 여과 후 n.a. n.a. 57.0 n.a. n.a. 0.09 7.68 <0.02

제품수 n.a. n.a. 36.1 n.a. n.a. n.a. n.a. n.a.

필
터

교
체

후

원수 저장조 <0.01 <0.02 51.6 0.00 <0.11 0.07 6.03 <0.02

2차 (활성탄) 여과 후 n.a. n.a. 72.1 n.a. n.a. 0.06 5.06 <0.02

3차 (1㎛) 여과 후 n.a. n.a. 51.6 n.a. n.a. 0.06 4.94 <0.02

4차 (0.5㎛) 여과 후 n.a. n.a. 49.1 n.a. n.a. 0.06 4.69 <0.02

처리수 저장조 <0.01 <0.02 65.5 0.00 <0.11 0.06 4.95 <0.02

5차 (0.3㎛) 여과 후 n.a. n.a. 66.3 n.a. n.a. 0.06 4.52 <0.02

표 A6-3. 2016년 B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n.a. not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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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Ra-226 Ra-22

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필
터

교
체

전

원수 1호정 n.a. n.a. 87.8 n.a. n.a. 0.01 1.17 <0.02

원수 2호정 n.a. n.a. 97.3 n.a. n.a. 0.01 0.42 <0.02

원수 3호정 n.a. n.a. 91.9 n.a. n.a. 0.01 0.65 <0.02

원수 4호정 n.a. n.a. 194 n.a. n.a. 0.00 0.38 <0.02

원수 저장조 <0.01 <0.02 91.1 0.00 <0.10 0.01 0.42 <0.02

1차 (1.0㎛) 여과 후 n.a. n.a. 50.1 n.a. n.a. 0.00 0.40 <0.02

2차 (0.2㎛) 여과 후 0.01 <0.02 49.4 0.00 <0.10 0.01 0.42 <0.02

필
터

교
체

후

원수 2호정 n.a. n.a. 88.8 n.a. n.a. 0.06 4.46 <0.02

원수 저장조 <0.01 <0.02 44.6 0.00 <0.10 0.04 3.64 <0.02

1차 (1.0㎛) 여과 후 n.a. n.a. 44.5 n.a. n.a. 0.04 3.64 <0.02

2차 (0.2㎛) 여과 후 0.01 <0.02 49.3 0.00 <0.10 0.05 3.69 <0.02

표 A6-4. C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n.a. not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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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원수 1호정 n.a. n.a. 217 n.a. n.a. 0.00 0.31 <0.02

원수 1호정 5㎛ 
필터 여과 후 n.a. n.a. 153 n.a. n.a. 0.00 0.33 <0.02

원수 2호정 n.a. n.a. 150 n.a. n.a. 0.01 0.86 <0.02

원수 2호정 5㎛ 
필터 여과 후 n.a. n.a. 159 n.a. n.a. 0.01 0.91 <0.02

원수 3호정 n.a. n.a. 127 n.a. n.a. 0.01 0.78 <0.02

원수 3호정 5㎛ 
필터 여과 후 n.a. n.a. 98.7 n.a. n.a. 0.01 0.60 <0.02

원수 4호정 n.a. n.a. 138 n.a. n.a. 0.00 0.35 <0.02

원수 4호정 5㎛ 
필터 여과 후 n.a. n.a. 144 n.a. n.a. 0.00 0.38 <0.02

원수 5호정 n.a. n.a. 127 n.a. n.a. 0.01 0.71 <0.02

원수 5호정 5㎛ 
필터 여과 후 n.a. n.a. 134 n.a. n.a. 0.01 0.65 <0.02

원수 6호정 n.a. n.a. 145 n.a. n.a. 0.01 0.41 <0.02

원수 6호정 5㎛ 
필터 여과 후 n.a. n.a. 147 n.a. n.a. 0.00 0.40 <0.02

원수 저장조 0.01 <0.02 77.3 0.00 <0.11 0.01 0.83 <0.02

1차 (5㎛) 여과 후 n.a. n.a. 68.2 n.a. n.a. 0.00 0.02 <0.02

2차 (활성탄) 여과 후  
(1 line) n.a. n.a. 41.9 n.a. n.a. 0.00 0.01 <0.02

3차 (1㎛) 여과 후 n.a. n.a. 83.6 n.a. n.a. 0.00 0.02 <0.02

4차 (0.2㎛) 여과 후 <0.01 <0.02 45.4 0.00 <0.11 0.00 0.01 <0.02

표 A6-5. D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n.a. not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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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원수 1호정 n.a. n.a. 243 n.a. n.a. 0.63 51.2 <0.02

원수 2호정 n.a. n.a. 164 n.a. n.a. 1.44 117 <0.02

원수 3호정 n.a. n.a. 160 n.a. n.a. 1.18 95.8 <0.02

원수 저장조 0.01 <0.02 61.4 0.00 0.23 0.78 63.2 <0.02

활성탄 필터 여과 후 n.a. n.a. 18.6 n.a. n.a. 0.34 27.3 <0.02

1차 (0.5㎛) 여과 후 n.a. n.a. 54.7 n.a. n.a. 0.34 27.3 <0.02

2차 (Nor 0.2㎛) 여과 후 n.a. n.a. 27.6 n.a. n.a. 0.36 28.8 <0.02

3차 (Abs 0.2㎛) 여과 후 n.a. n.a. 51.5 n.a. n.a. 0.35 28.2 <0.02

4차 (Abs 0.2㎛) 여과 후 0.01 <0.02 52.5 0.00 0.23 0.33 27.1 <0.02

표 A6-6. E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원수 1호정 <0.01 0.03 32.0 0.01 <0.08 0.01 0.84 0.00

원수 4호정 <0.01 0.06 44.4 0.01 0.09 0.00 0.13 0.00

처리수 저장조 <0.01 0.04 4.02 0.00 <0.08 0.01 0.98 0.00

제품수 1 <0.01 0.04 4.16 0.00 <0.08 0.00 0.08 0.00

제품수 2 <0.01 0.02 3.86 0.13 <0.08 0.00 0.11 0.00

n.a. not analyzed

표 A6-7. 2015년 F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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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필
터

교
체

전

원수 1호정 n.a. n.a. n.a. n.a. n.a. 0.04 3.38 <0.02

원수 3호정 n.a. n.a. n.a. n.a. n.a. 0.01 1.12 <0.02

원수 4호정 n.a. n.a. n.a. n.a. n.a. 0.00 0.11 <0.02

원수 저장조 0.01 <0.02 n.a. 0.00 <0.12 0.02 1.68 <0.02

샌드 필터 여과 후 n.a. n.a. n.a. n.a. n.a. 0.00 0.11 <0.02

활성탄 필터 여과 후 n.a. n.a. n.a. n.a. n.a. 0.02 1.48 <0.02

1차 (1.0㎛) 여과 후 n.a. n.a. n.a. n.a. n.a. 0.00 0.06 <0.02

2차 (0.5㎛) 여과 후 n.a. n.a. n.a. n.a. n.a. 0.00 0.07 <0.02

3차 (0.2㎛) 여과 후 n.a. n.a. n.a. n.a. n.a. 0.00 0.09 <0.02

4차 (0.65㎛) 여과 후 n.a. n.a. n.a. n.a. n.a. 0.00 0.09 <0.02

처리수 저장조 0.02 <0.02 n.a. 0.00 <0.13 0.00 0.10 <0.02

필
터

교
체

후

원수 1호정 n.a. n.a. 32.8 n.a. n.a. 0.01 0.88 <0.02

원수 3호정 n.a. n.a. 49.8 n.a. n.a. 0.00 0.23 <0.02

원수 4호정 n.a. n.a. 47.9 n.a. n.a. 0.02 1.67 <0.02

원수 저장조 0.01 <0.02 43.0 0.00 <0.10 0.01 0.55 <0.02

샌드 필터 여과 후 n.a. n.a. 22.0 n.a. n.a. 0.01 0.49 <0.02

활성탄 필터 여과 후 n.a. n.a. 3.60 n.a. n.a. 0.00 0.04 <0.02

1차 (1.0㎛) 여과 후 n.a. n.a. 3.18 n.a. n.a. 0.00 0.03 <0.02

2차 (0.5㎛) 여과 후 n.a. n.a. 3.60 n.a. n.a. 0.00 0.03 <0.02

3차 (0.2㎛) 여과 후 n.a. n.a. 3.62 n.a. n.a. 0.00 0.02 <0.02

4차 (0.65㎛) 여과 후 n.a. n.a. 3.37 n.a. n.a. 0.00 0.02 <0.02

처리수 저장조 0.01 <0.02 1.43 0.00 <0.10 0.00 0.02 <0.02

제균필터 (0.2㎛) 여과 후 n.a. n.a. 1.72 n.a. n.a. 0.00 0.02 <0.02

제품수 n.a. n.a. 1.03 n.a. n.a. n.a. n.a. n.a.

표 A6-8. 2016년 F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n.a. not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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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원수 1호정 <0.01 0.05 69.0 0.06 <0.10 0.06 4.62 0.00 

원수 2호정 <0.01 0.04 91.7 0.07 <0.10 0.03 2.83 0.00 

원수 3호정 <0.01 0.04 49.0 0.07 0.13 0.07 5.95 0.00 

원수 4호정 <0.01 0.05 92.9 0.04 <0.10 0.06 4.69 0.00 

원수 저장조 <0.01 0.03 46.8 0.03 <0.10 0.06 4.73 0.00 

처리수 저장조 <0.01 0.04 20.4 0.02 <0.10 0.06 4.84 0.00 

제품수 <0.01 0.03 n.d. 0.06 0.11 0.06 4.57 0.01 

표 A6-9. 2015년 G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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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필
터

교
체

전

원수 1호정 n.a. n.a. 49.2 n.a. n.a. 0.59 47.8 <0.0
2

원수 2호정 n.a. n.a. 69.6 n.a. n.a. 0.63 51.3 <0.0
2

원수 3호정 n.a. n.a. 42.1 n.a. n.a. 0.70 56.9 <0.0
2

원수 4호정 n.a. n.a. 72.4 n.a. n.a. 0.33 26.5 <0.0
2

원수 저장조 <0.01 <0.02 32.1 0.00 <0.11 0.53 43.2 <0.0
2

전처리 (5㎛) 필터 여과 후 n.a. n.a. 35.8 n.a. n.a. 0.52 42.0 <0.0
2

활성탄 필터 여과 후 n.a. n.a. 24.1 n.a. n.a. 0.42 34.0 <0.0
2

1차 (3㎛) 여과 후 n.a. n.a. 25.2 n.a. n.a. 0.43 34.7 <0.0
2

2차 (1㎛) 여과 후 n.a. n.a. 15.1 n.a. n.a. 0.43 35.1 <0.0
2

3차 (0.5㎛) 여과 후 n.a. n.a. 9.06 n.a. n.a. 0.43 34.7 <0.0
2

4차 (0.2㎛) 여과 후 <0.01 <0.02 7.74 0.00 <0.11 0.46 37.1 <0.0
2

필
터

교
체

후

원수 저장조 0.01 <0.02 30.0 0.00 0.13 0.53 43.2 <0.0
2

전처리 (5㎛) 필터 여과 후 n.a. n.a. 28.3 n.a. n.a. 0.49 39.6 <0.0
2

활성탄 필터 여과 후 n.a. n.a. 21.8 n.a. n.a. 0.43 34.7 <0.0
2

4차 (0.2㎛) 여과 후 0.02 0.02 15.1 0.00 <0.11 0.43 35.1 <0.0
2

표 A6-10. 2016년 G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n.a. not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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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원수 1호정 n.a. n.a. 47.0 n.a. n.a. 0.00 0.12 0.00 

원수 2호정 n.a. n.a. 20.8 n.a. n.a. 0.00 0.15 0.00 

원수 3호정 n.a. n.a. 24.9 n.a. n.a. 0.00 0.14 0.00 

원수 4호정 n.a. n.a. 43.6 n.a. n.a. 0.00 0.11 0.00 

원수 5호정 n.a. n.a. 65.0 n.a. n.a. 0.00 0.29 0.00 

원수 저장조 <0.01 <0.02 14.1 0.00 <0.1 0.00 0.15 0.00 

활성탄 필터 여과 후 n.a. n.a. 11.2 n.a. n.a. 0.00 0.08 0.00 

1차 (1㎛) 여과 후 n.a. n.a. 11.4 n.a. n.a. 0.00 0.07 0.00 

2차 (0.5㎛) 여과 후 n.a. n.a. 9.50 n.a. n.a. 0.00 0.08 0.00 

3차 (1㎛) 여과 후 n.a. n.a. 9.50 n.a. n.a. 0.00 0.07 0.00 

4차 (0.2㎛) 여과 후 n.a. n.a. 9.00 n.a. n.a. 0.00 0.07 0.00 

처리수 저장조 <0.01 <0.02 8.60 0.00 <0.1 0.00 0.07 0.00 

표 A6-11. H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n.a. not analyzed



- 178 -

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원수 1호정 n.a. n.a. 76.8 0.01 n.a. 0.01 0.41 0.00 

원수 3호정 n.a. n.a. 57.8 0.02 n.a. 0.02 1.50 0.00 

원수 4호정 n.a. n.a. 48.3 0.02 n.a. 0.03 2.70 0.00 

집수정 
(원수 저장조) n.a. n.a. 27.5 0.03 n.a. 0.02 1.76 0.00 

PET 원수 저장조 1 n.a. n.a. 12.5 0.01 n.a. 0.03 2.07 0.00 

PET 원수 저장조 2 n.a. n.a. 8.09 0.01 n.a. 0.03 2.05 0.00 

제품수 1 n.a. n.a. 12.0 0.02 n.a. 0.02 2.02 0.00 

PC 원수 저장조 1 n.a. n.a. 17.9 0.04 n.a. 0.03 2.72 0.00 

PC 원수 저장조 2 n.a. n.a. 9.61 0.03 n.a. 0.03 2.62 0.00 

제품수 2 n.a. n.a. 7.06 0.02 n.a. 0.03 2.64 0.00 

표 A6-12. 2015년 I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n.a. not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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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원수 1호정 (PET) n.a. n.a. 68.2 n.a. n.a. 0.01 1.03 0.00 

원수 3호정 (PET) n.a. n.a. 56.2 n.a. n.a. 0.02 1.67 0.00 

원수 4호정 (PC) n.a. n.a. 35.2 n.a. n.a. 0.02 2.01 0.00 

PC 원수 저장조 <0.01 <0.02 16.0 0.00 <0.1 0.02 1.95 0.01 

PET 원수 저장조 <0.01 <0.02 5.00 0.00 <0.1 0.02 1.75 0.00 

PET 3㎛ 필터 여과 후 n.a. n.a. 5.00 n.a. n.a. 0.02 1.70 0.00 

PET 1㎛ 필터 여과 후 n.a. n.a. 5.80 n.a. n.a. 0.02 1.96 0.00 

PET 0.5㎛ 필터 여과 후 n.a. n.a. 5.10 n.a. n.a. 0.02 1.70 0.00 

PET 0.2㎛ 필터 여과 후 n.a. n.a. 3.40 n.a. n.a. 0.02 1.80 0.00 

PET 처리수 저장조 0.01 <0.02 4.10 0.00 <0.1 0.02 1.81 0.00 

PC 5㎛ 백필터① 
여과 후 n.a. n.a. 23.6 n.a. n.a. 0.02 1.95 0.00 

PC 5㎛ 백필터② 
여과 후 n.a. n.a. 8.60 n.a. n.a. 0.02 1.83 0.00 

PC 3㎛ 필터 여과 후 n.a. n.a. 16.4 n.a. n.a. 0.02 1.86 0.00 

PC 1㎛ 필터 여과 후 n.a. n.a. 17.1 n.a. n.a. 0.02 1.84 0.00 

PC 0.2㎛ 필터 여과 후 n.a. n.a. 8.00 n.a. n.a. 0.02 1.92 0.00 

PC 처리수 저장조 <0.01 <0.02 9.60 0.00 <0.1 0.02 2.00 0.00 

표 A6-13. 2016년 I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n.a. not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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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원수 1호정 n.a. n.a. 33.8 0.00 n.a. 0.01 1.04 0.00

원수 2호정 n.a. n.a. 21.3 0.00 n.a. 0.00 0.15 0.00

원수 3호정 n.a. n.a. 16.4 0.00 n.a. 0.01 0.48 0.00

원수 5호정 n.a. n.a. 59.7 0.02 n.a. 0.02 1.55 0.00

원수 6호정 n.a. n.a. 18.9 0.02 n.a. 0.03 2.28 0.00

원수 저장조 n.a. n.a. 28.0 0.00 n.a. 0.01 1.02 0.00

처리수 저장조 n.a. n.a. 12.7 0.01 n.a. 0.01 0.90 0.01

제품수 n.a. n.a. 9.31 0.01 n.a. 0.01 1.16 0.00

표 A6-14. 2015년 J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원수 1호정 n.a. n.a. 18.6 n.a. n.a. 0.00 0.11 0.00 

원수 3호정 n.a. n.a. 20.8 n.a. n.a. 0.01 0.84 0.00 

원수 5호정 n.a. n.a. 39.6 n.a. n.a. 0.05 4.11 0.00 

원수 6호정 n.a. n.a. 20.4 n.a. n.a. 0.04 3.23 0.00 

원수 저장조 0.01 <0.02 18.2 0.00 <0.09 0.04 2.89 0.00 

1차 (5㎛) 여과 후 n.a. n.a. 19.8 n.a. n.a. 0.04 3.11 0.00 

2차 (3㎛) 여과 후 n.a. n.a. 19.9 n.a. n.a. 0.04 3.00 0.00 

3차 (0.2㎛) 여과 후 n.a. n.a. 10.0 n.a. n.a. 0.04 3.07 0.00 

처리수 저장조 0.01 <0.02 8.00 0.00 <0.09 0.04 3.21 0.00 

n.a. not analyzed

표 A6-15. 2016년 J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n.a. not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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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원수 1호정 <0.01 0.03 157 0.02 0.10 0.01 0.65 0.00

원수 2호정 <0.01 0.03 67.6 0.07 0.11 0.04 3.04 0.00

원수 3호정 n.a. n.a. 44.0 0.04 0.08 0.03 2.07 0.09

1차 (1㎛) 여과 후 <0.01 0.05 50.6 0.07 <0.09 0.03 2.55 0.00

2차 (0.5㎛) 여과 후 n.a. n.a. 37.2 0.09 <0.09 0.03 2.60 0.00

3차 (0.45㎛) 여과 후 n.a. n.a. 35.8 0.07 0.09 0.04 2.88 0.00

처리수 저장조 n.a. n.a. 27.9 0.08 0.11 0.03 2.45 0.00

제품수 n.a. n.a. 26.5 0.07 0.10 0.03 2.54 0.00

표 A6-16. 2015년 K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원수 1호정 n.a. n.a. 77.0 n.a. n.a. 0.03 2.08 <0.02

원수 2호정 n.a. n.a. 65.0 n.a. n.a. 0.04 2.94 <0.02

원수 3호정 n.a. n.a. 73.9 n.a. n.a. 0.05 4.41 <0.02

1차 (1㎛) 여과 후 n.a. n.a. 28.7 n.a. n.a. 0.04 3.20 <0.02

원수 저장조 0.01 <0.02 32.6 0.01 <0.13 0.04 3.49 <0.02

2차 (0.5㎛) 여과 후 n.a. n.a. 30.1 n.a. n.a. 0.06 4.50 <0.02

3차 (0.45㎛) 여과 후 n.a. n.a. 20.5 n.a. n.a. 0.04 3.37 <0.02

처리수 저장조 0.01 <0.02 19.9 0.02 <0.13 0.04 3.38 <0.02

n.a. not analyzed

표 A6-17. 2016년 K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n.a. not analyzed



- 182 -

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원수 2호정(세척수용) n.a. n.a. n.a. n.a. n.a. 0.03 2.25 <0.02

원수 3호정(세척수용) n.a. n.a. n.a. n.a. n.a. 0.01 0.83 <0.02

원수 4호정 n.a. n.a. 37.3 n.a. n.a. 0.01 0.69 <0.02

원수 6호정 n.a. n.a. 24.9 n.a. n.a. 0.00 0.06 <0.02

원수 7호정 n.a. n.a. 54.7 n.a. n.a. 0.01 0.41 <0.02

원수 저장조 <0.01 <0.02 16.6 0.00 0.14 0.00 0.31 <0.02

3㎛(DOE) 필터 여과 후 n.a. n.a. 28.3 n.a. n.a. 0.00 0.32 <0.02

1㎛(DOE) 필터 여과 후 n.a. n.a. 26.9 n.a. n.a. 0.00 0.32 <0.02

①0.2㎛(7-code) 필터 
여과 후 n.a. n.a. 24.2 n.a. n.a. 0.00 0.33 <0.02

②0.2㎛(7-code) 필터 
여과 후 n.a. n.a. 28.3 n.a. n.a. 0.00 0.32 <0.02

활성탄 필터 여과 후 n.a. n.a. 16.1 n.a. n.a. 0.00 0.14 <0.02

1㎛(MF) 필터 여과 후 n.a. n.a. 20.1 n.a. n.a. 0.00 0.14 <0.02

처리수 저장조 0.01 <0.02 17.6 0.00 0.16 0.00 0.13 <0.02

세척수 샌드필터 여과 후 n.a. n.a. 3.60 n.a. n.a. 0.02 1.40 <0.02

세척수 활성탄 필터 여과 후 n.a. n.a. 1.80 n.a. n.a. 0.01 1.12 <0.02

세척수 0.2㎛ 필터 여과 후 n.a. n.a. 1.60 n.a. n.a. 0.01 1.11 <0.02

표 A6-18. L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n.a. not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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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Ra-226 Ra-228 Rn-222 Gross 

alpha
Gross 
beta U U Th

(Bq/L) (㎍/L)

원수 1호정 n.a. n.a. 39.0 n.a. n.a. 0.01 0.69 0.00 

원수 2호정 n.a. n.a. 43.8 n.a. n.a. 0.00 0.35 0.00 

원수 저장조 <0.01 <0.02 23.2 0.00 <0.09 0.00 0.40 0.00 

1차 (3㎛) 여과 후 n.a. n.a. 14.7 n.a. n.a. 0.01 0.42 0.00 

2차 (0.5㎛) 여과 후 n.a. n.a. 15.7 n.a. n.a. 0.00 0.40 0.00 

3차 (1㎛) 여과 후 n.a. n.a. 13.9 n.a. n.a. 0.00 0.39 0.00 

처리수 저장조 <0.01 0.02 10.2 0.00 <0.09 0.01 0.41 0.00 

표 A6-19. M 업체 지하수 내 천연방사성핵종 분석 결과 

n.a. not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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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업체별 표면방사선량률 측정 결과

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업체 배경 방사선량률 0.17

원수 1호정 0.26 

원수 2호정 0.29 

원수 3호정 0.22 

활성탄 탱크 상부 1.65 

활성탄 탱크 중부 1.48

활성탄 탱크 하부 0.30

1차 (1.2 ㎛) 필터 하우징 0.66 

2차 (0.65 ㎛) 필터 하우징 0.27 

처리수 저장조 0.21 

표 A7-1. A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 185 -

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업체 배경방사선량률 0.14

원수 2~7호정 (통합취수장치) 0.40

1차 여과 (BAG 필터 #200 mesh) 0.60

원수라인 0.27

2차 (활성탄) 필터 하우징 1 (교체 전) 2.13

2차 (활성탄) 필터 하우징 2 (교체 전) 2.87

3차 (1 ㎛) 필터 하우징 0.10

4차 (0.5 ㎛) 필터 하우징 0.11

2차 (활성탄) 필터 하우징 1 (교체 후) 1.51

2차 (활성탄) 필터 하우징 2 (교체 후) 1.09

표 A7-2. 2015년 B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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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필터

교체

전

 업체 배경 방사선량률 0.09

활성탄 필터 하우징 1.98

1차 (1㎛) 필터 하우징 0.14

2차 (0.5㎛) 필터 하우징 0.14

처리수 저장조 0.09

3차 (0.3㎛) 필터 하우징 0.49

필터

교체

직후

 업체 배경 방사선량률 0.09

활성탄 필터 하우징 0.13

2차 (0.5㎛) 필터 하우징 0.10

3차 (0.3㎛) 필터 하우징 0.10

필터

교체

3일후

 업체 배경 방사선량률 0.09

활성탄 필터 하우징 1.47

1차 (1㎛) 필터 하우징 0.10

2차 (0.5㎛) 필터 하우징 0.10

3차 (0.3㎛) 필터 하우징 0.44

표 A7-3. 2016년 B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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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필터

교체

전

업체 배경방사선량률 0.21

공정 라인 입구 0.16

원수 1호정 0.12

원수 2호정 0.13

원수 3호정 0.13

원수 4호정 0.12

활성탄 필터 하우징 0.76

1차 (1.0㎛) 필터 하우징 1.85

2차 (0.2㎛) 필터 하우징 0.29

필터

교체

후

업체 배경방사선량률 0.14

원수 2호정 0.72

활성탄 필터 하우징 0.13

1차 (1.0㎛)  필터 하우징 상부 1.75

1차 (1.0㎛)  필터 하우징 하부 0.30

2차 (0.2㎛)  필터 하우징 상부 0.24

2차 (0.2㎛)  필터 하우징 하부 0.14

표 A7-4. C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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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업체 배경 방사선량률 0.24

원수 1호정 0.15

원수 1호정 5㎛ 필터 하우징 0.67

원수 2호정 0.16

원수 2호정 5㎛ 필터 하우징 1.47

원수 3호정 0.14

원수 3호정 5㎛ 필터 하우징 0.26

원수 4호정 0.13

원수 4호정 5㎛ 필터 하우징 0.24

원수 5호정 0.13

원수 5호정 5㎛ 필터 하우징 0.27

원수 6호정 0.13

원수 6호정 5㎛ 필터 하우징 0.96

원수 저장조 (1 line) 0.11

1차 (5 ㎛) 필터 하우징 (1 line) 0.21

2차 (활성탄) 필터 하우징 (1 line) 5.25

3차 (1 ㎛) 필터 하우징 (1 line) 0.41

4차 (0.2 ㎛) 필터 하우징 (1 line) 0.21

원수 저장조 (2 line) 0.14 

1차 (5 ㎛) 필터 하우징 (2 line) 0.41 

2차 (활성탄) 필터 하우징 (2 line) 3.90 

3차 (1 ㎛) 필터 하우징 (2 line) 0.50 

4차 (0.2 ㎛) 필터 하우징 (2 line) 0.32 

표 A7-5. D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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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업체 배경 방사선량률 0.25

원수 1호정 0.24

원수 2호정 0.21

원수 2호정 백필터 0.85 (0.52 ~ 1.18）

원수 3호정 0.23

외부 원수 저장조 0.47 (0.37 ~ 0.56)

내부 원수 저장조(백필터) 0.18

활성탄 필터 하우징 2.17 (0.90 ~ 3.44)

1차 (0.5 ㎛) 필터 하우징 0.26

2차 (Nor 0.2 ㎛) 필터 하우징 0.21

3차 (Abs 0.2 ㎛) 필터 하우징 0.18

4차 (Abs 0.2 ㎛) 필터 하우징 0.17

버퍼 탱크 0.11

표 A7-6. E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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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주차장 0.18

원수 1호정 0.15

원수 3호정 0.12

원수 4호정 0.15

생산시설 내부 0.21

처리수 저장조 0.17

샌드 필터 하우징 0.24

활성탄 필터 하우징 0.29

3차 (0.2 ㎛) 필터 하우징 0.18

표 A7-7. 2015년 F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 191 -

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업체 배경방사선량률 0.22

원수 1호정 0.15 

원수 3호정 0.13 

원수 4호정 0.18 

원수 탱크 0.11 

샌드 필터 하우징 0.32 (0.18 ~ 0.45) 

활성탄 필터 하우징 1.35 (1.21 ~ 1.48) 

1차 (Nor 1.0 ㎛) 필터 하우징 0.30 (0.22 ~ 0.38) 

2차 (Nor 0.5 ㎛) 필터 하우징 0.22 (0.20 ~ 0.23) 

3차 (Nor 0.2 ㎛) 필터 하우징 0.16 (0.14 ~ 0.17)

4차 (Abs 0.65 ㎛) 필터 하우징 0.14 

처리수 탱크 0.12 

제균 (Abs 0.2 ㎛) 필터 하우징 0.12 

표 A7-8. 2016년 F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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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배경방사선량률 0.17

관정 배경방사선량률 0.20

원수 1호정 0.15

원수 2호정 0.13

원수 3호정 0.14

원수 4호정 0.16

원수 저장조 입구 0.18

원수 저장조 0.09 ~ 0.10

전처리(Pre) 필터 하우징 1.60

활성탄 탱크 상부(sand) 0.40

활성탄 탱크 중앙부(Charcoal) 1.20

활성탄 탱크 하부(sand) 0.45

1차 (1 ㎛) 필터 하우징 0.15

처리수 저장조 0.09 ~ 0.10

2차 (0.5 ㎛) 필터 하우징 0.14

3차 (0.2 ㎛) 필터 하우징 0.18

표 A7-9. 2015년 G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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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필터

교체

전

원수 1호정 0.15

원수 2호정 0.13

원수 3호정 0.10

원수 4호정 0.14

전처리 (5 ㎛) 필터 하우징 4.68

활성탄 필터 하우징 0.82

1차 (3 ㎛) 필터 하우징 0.18

2차 (1 ㎛) 필터 하우징 0.53

3차 (0.5 ㎛) 필터 하우징 0.26

4차 (0.2 ㎛) 필터 하우징 0.18

필터

교체

후

업체 배경방사선량률 0.19

원수 저장조 0.15

전처리 (5 ㎛) 필터 하우징 0.42

활성탄 필터 하우징 0.80

1차 (3 ㎛) 필터 하우징 0.21

2차 (1 ㎛) 필터 하우징 0.41

3차 (0.5 ㎛) 필터 하우징 0.24

4차 (0.2 ㎛) 필터 하우징 0.14

표 A7-10. 2016년 G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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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공장 내부 배경방사선량률 0.23

원수 1호정 0.15

원수 2호정 0.17 

원수 3호정 0.17 

원수 4호정 배경방사선량률 0.45 

원수 5호정 0.17 

백필터 하우징 (1 line) 0.48 (0.42 ~ 0.54)

백필터 하우징 (2 line) 0.30 (0.23 ~ 0.37)

활성탄 필터 하우징 0.57 

1차 (1 ㎛) 필터 하우징 0.17 (0.15 ~ 0.18)

2차 (0.5 ㎛) 필터 하우징 0.12 (0.11 ~ 0.13)

3차 (1 ㎛) 필터 하우징 0.13 

표 A7-11. H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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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원수 1호정(PET) 0.07 

원수 3호정(PET) 0.07 

원수 4호정(PC) 0.08 

PET 3 ㎛ 필터 하우징 0.30 

PET 1 ㎛ 필터 하우징 0.08 

PET 0.5 ㎛ 필터 하우징 0.58 

PET 0.2 ㎛ 필터 하우징 0.28 

PC 5 ㎛ 백필터① 하우징 0.12 

PC 5 ㎛ 백필터②  하우징 0.76 

PC 3 ㎛ 필터 하우징 1.31 

PC 1 ㎛ 필터 하우징 0.20 

PC 0.2 ㎛ 필터 하우징 0.07 

표 A7-12. I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주차장 배경방사선량률 0.15

원수 1호정 0.12

원수 2호정 0.12

원수 3호정 0.14

원수 5호정 배경방사선량률 0.19

원수 5호정 0.15

표 A7-13. 2015년 J 업체의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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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배경방사선량률 0.70

원수 1호정 0.10 

원수 3호정 0.10 

원수 5호정 0.12 

원수 6호정 0.11 

원수 저장조 0.07 

1차 (5 ㎛) 필터 하우징 0.38 

2차 (3 ㎛) 필터 하우징 0.40 

3차 (0.2 ㎛) 필터 하우징 0.20 

처리수 저장조 0.08 

표 A7-14. 2016년 J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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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배경방사선량률 1 0.18

원수 1호정 0.16

원수 2호정 0.25

배경방사선량률 2 0.15

원수 3호정 0.18

공정입구 0.13

원수 저장조 0.16

1차 (1 ㎛) 필터 하우징 0.26 (0.16 ~ 0.41)

2차 (0.5 ㎛) 필터 하우징 0.68 (0.56 ~ 0.96)

3차 (0.45 ㎛) 필터 하우징 0.15

표 A7-15. 2015년 K 업체의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배경방사선량률 0.17 

원수 1호정 0.13 

원수 2호정 0.19 

원수 3호정 0.18 

1차 (1 ㎛) 필터 하우징 0.41 

원수 저장조 0.16 

2차 (0.5 ㎛) 필터 하우징 1.53 

3차 (0.45 ㎛) 필터 하우징 0.31 

표 A7-16. 2016년 K 업체의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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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원수 2호정(세척수용) 0.15 

원수 3호정(세척수용) 0.15 

원수 6호정 0.14 

원수 7호정 0.15 

PET 3 ㎛(DOE) 필터 하우징 0.73 

PET 1 ㎛(DOE) 필터 하우징 0.21 

PET ① 0.2 ㎛(7-code) 필터 하우징 0.16 

PET 활성탄 필터 하우징 상부 1.16 

PET 활성탄 필터 하우징 중부 1.40 

PC 1 ㎛(MF) 필터 하우징 0.39 

PC 3 ㎛(DOE) 필터 하우징 1.20 

PC 1 ㎛(DOE) 필터 하우징 0.34 

PC ① 0.2 ㎛(7-code) 필터 하우징 0.17 

PC 활성탄 필터 하우징 상부 1.55 

PC 활성탄 필터 하우징 중부 1.88 

PC 1 ㎛(MF) 필터 하우징 0.20 

세척수 샌드 필터 하우징 0.13 

세척수 활성탄 필터 하우징 상부 0.88 

세척수 활성탄 필터 하우징 중부 0.69 

표 A7-17. L 업체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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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rface Radiation Dose

공장 외부 배경방사선량률 0.12

공장 내부 배경방사선량률 0.09

원수 1호정 0.07 

원수 2호정 0.09 

원수 저장조 0.09 

1차 (3 ㎛) 필터 하우징 0.75 

2차 (0.5 ㎛) 필터 하우징 0.28 

3차 (1 ㎛) 필터 하우징 0.12 

표 A7-18. M 업체의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결과(μSv/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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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업체별 표면방사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

그림 A8-1. C 업체의 표면방사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

그림 A8-2. D 업체의 표면방사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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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8-3. E 업체의 (a) 원수 취수정, 백 필터와 (b) 공정 라인에서의 

    표면방사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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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8-4. G 업체의 (a) 원수 취수정과 (b) 공정 라인에서의 표면방사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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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8-5. H 업체의 표면방사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

그림 A8-6. I 업체의 표면방사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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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8-7. J 업체의 표면방사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

그림 A8-8. K 업체의 표면방사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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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8-9. L 업체의 표면방사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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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ISO 10703:2007

Foreword 

IS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 a worldwide federation 

of national standards bodies (ISO member bodies). The work of preparing 

International Standards is normally carried out through ISO technical committees. 

Each member body interested in a subject for which a technical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has the right to be represented on that committe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in liaison with ISO, also take 

part in the work. ISO collaborates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on all matters of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are draft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given in the 

ISO/IEC Directives, Part 2. 

The main task of technical committees is to prepare International Standards. 

Draft International Standards adopted by the technical committees are circulated 

to the member bodies for voting. Publication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requires approval by at least 75 % of the member bodies casting a vote. 

Attention is drawn to the possibility that some of the elements of this document 

may be the subject of patent rights. ISO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identifying any or all such patent rights. 

ISO 10703 was prepared by Technical Committee ISO/TC 147, Water quality. 

This second edition cancels and replaces the first edition (ISO 10703:1997),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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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been technically revised. 

Introduction 

This International Standard allows (after proper sampling, sample handling and, 

when necessary or desirable, sample preparation) the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the activity concentration of several gamma-ray emitting radionuclides in 

water samples by gamma-ray spectrometry using high purity germanium [HPGe] 

detectors. Gamma-ray emitting radionuclides are widespread both as naturally 

occurring and as man-made radionuclides. Therefore, environmental samples 

usually contain a multitude of different gamma-ray emitters and high resolution 

gamma-ray spectrometry provides a useful analytical tool for environmental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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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quality ― Determination of the activity concentration of radionuclides ― 

Method by high resolution gamma-ray spectrometry 

WARNING ― Persons using this International Standard should be familiar with 

normal laboratory practice. This International Standard does not purport to 

address all of the safety problems, if any, associated with its us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user to establish appropriate safety and health practices and 

to ensure compliance with any national regulatory conditions. 

IMPORTANT ― It is absolutely essential that test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is International Standard be carried out by suitably trained staff. 

1 Scope 

This International Standard specifies a method for the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the activity concentration of various radionuclides emitting gamma rays with 

energies 40 keV < E < 2 MeV in water samples, by gamma-ray spectrometry 

using germanium detectors with high energy resolution in combination with a 

multichannel analyser. 

NOTE :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vity concentration of radionuclides emitting 

gamma rays with energy below 40 keV and above 2 MeV is also possible within 

the scope of this International Standard, provided both the calibration of the 

measuring system and the shielding are adapted to this purpose. 

This International Standard includes the procedures for energy calibration, 

determination of the energy dependent sensitivity of the measuring syste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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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spectra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vity concentration of 

the various radionuclides in the sample studied. It is only applicable to 

homogeneous samples. Samples with activities typically between 1 Bq and 104 Bq 

can be measured as such, i.e. without dilution or concentration of the sample or 

special (electronic) devices. 

Depending on different factors, such as the energy of the gamma rays and the 

emission probability per nuclear disintegration, the size and geometry of the 

sample and the detector, the shielding, the counting time and other experimental 

parameters, the sample should be concentrated by evaporation when activities 

below about 1 Bq have to be measured. Also, when the activity is considerably 

higher than 104 Bq, the sample should be either diluted or an aliquot of the 

sample should be taken or the source to detector distance should be increased, 

or a correction for pile-up effects should be applied. 

2 Normative references 

The following referenced documents are indispensa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document. For dated references, only the edition cited applies. For undated 

references, the latest edition of the referenced document (including any 

amendments) applies. 

ISO 31-9, Quantities and units ― Part 9: Atomic and nuclear physics 

ISO 3696, Water for analytical laboratory use ― Specification and test methods

ISO 5667-1, Water quality ― Sampling ― Part 1: Guidance on the desig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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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programmes and sampling techniques

ISO 5667-3, Water quality ― Sampling ― Part 3: Fuidance on the preservation 

and handling of water wamples

ISO 5667-14, Water quality ― Sampling ― Part 14: Guidance on quality 

assurance of environmental water sampling and handling 

ISO/IEC 17025,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Guide to the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 (GUM), BIPM, IEC, IFCC, 

ISO, IUPAC, IUPAP, OIML 

IEC 60973, Test procedures for germanium gamma-ray detectors 

IEC 61151, Nuclear instrumentation ― Amplifiers and preamplifiers used with 

detectors of ionizing radiation ― Test procedures 

IEC 61452, Nuclear instrumentation ― Measurement of gamma-ray emission rates 

of radionuclides ― Calibration and use of germanium spectrometers 

3 Terms and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document, the definitions, symbols and abbreviations 

given in ISO 31-9 and the following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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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blank sample 

container of an identical composition to the one used for the water test sample 

filled with radon free demineralized water 

3.2 

dead time 

time interval which must elapse between the occurrence of two consecutive 

pulses or ionising events for them to be recognized by the detection system as 

separate pulses or events 

3.3 

dead time correction 

correction to be applied to the observed number of pulses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number of pulses 

lost during the dead time 

3.4 

decay constant 

λ 

<radionuclide in a particular energy state> quotient of dΡ by dt, where dΡ is 

the probability of a given nucleus undergoing a spontaneous nuclear transition 

from that energy state in the time interval dt 

where N is the number of nuclei of concern existing at tim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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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fficiency 

under stated conditions of detection, the ratio of the number of detected 

gamma-photons to the number of gamma-photons of the same type emitted by 

the radiation source in the same time interval 

3.6 

energy resolution 

measure, at a given energy, of the smallest difference between the energy of 

two gamma rays which can be 

distinguished by the apparatus used for gamma-ray spectrometry 

3.7 

full energy peak 

peak of spectral response curve corresponding to the total absorption of the 

photon energy in the sensitive detector volume by the photoelectric effect or by 

consecutive photon interactions of pair production (only for photon energy > 

1022 keV), Compton scattering and photoelectric absorption 

3.8 

gamma cascade 

two or more different gamma-photons emitted successively within the resolution 

time, from one nucleus when it de-excites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 

energy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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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gamma radiation 

electromagnetic radiation emitted in the process of nuclear transition or particle 

annihilation 

3.10 

gamma-ray spectrometry 

method of measuring gamma rays yielding the energy spectrum of the gamma 

radiation 

3.11 

pile-up 

processing by a radiation spectrometer of pulses resulting from the simultaneous 

absorption of particles, or 

photons, originating from different decaying nuclei, in the radiation detector. 

NOTE : As a result, they are counted as one single particle or photon with an 

energy between the individual energies and the sum of these energies. 

3.12 

transition probability 

fraction of the nuclei which disintegrates in a specific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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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ymbols and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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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inciple 

Gamma rays cause electron-hole pairs when interacting with matter. When a 

voltage is applied across a semiconductor detector, these electron hole-pairs are, 

after proper amplification, detected as current pulses. The pulse height is related 

to the energy absorbed from the gamma-photon or photons in the resolving 

time of the detector and electronics. By discriminating between the height of 

the pulses, a gamma-ray pulse height spectrum is obtained. After analysis of the 

spectrum, the various peaks are assigned to the radionuclides which emitted the 

corresponding gamma rays using the previously obtained energy detector 

calibration. the concentration of the radionuclides present in the sample is 

calculated using the previously obtained energy-dependent detector efficiency.

6 Reference sources 

All certified reference sources shall be traceable to a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 

6.1 Reference source(s) for energy calibration 

One or more reference sources emitting gamma rays with accurately known 

energies covering the entire energy range to be studied shall be used. 

It is recommended that photon-emitting sources be used which cover the energy 

region of interest. Choose the source so that at least nine full energy peaks 

uniformly divided throughout the energy range of interest are available; sources 

containing long-lived radionuclides (europium-152, americium-241, cobalt-60, 

caesium-137) are recommended for this purpose. For a periodical control on the 

energy calibration, a smaller number of energy peaks can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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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Reference source(s) for efficiency calibration 

One or more reference sources, traceable to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for which the uncertainty of the activity is stated shall be used. 

Multi-radionuclide sources may also be used. The energies of the emitted gamma 

rays shall be distributed over the entire energy range to be analysed, in such a 

way that the energy-dependent efficiency of the measuring apparatus can be 

determined in a sufficiently accurate way. For most purposes, the accuracy is 

sufficient if the difference in counting efficiency between two subsequent 

energies is smaller than 10 % of the counting efficiency at 120 keV, if the 

required radionuclides are available. For determining the activity of 

radionuclide-emitting gamma rays in the energy region 40 keV < E < 100 keV, 

the counting efficiency for these gamma rays should be determined by 

calibration with this particular radionuclide. 

NOTE : For the energy range 100 keV < E < 2 000 keV, the following 

radionuclides can be used: manganese-54, cobalt-57, zinc-65, strontium-85, 

yttrium-88, cadmium-109, tin-113, caesium-137, cerium-139. Radionuclides with 

cascade transitions (e.g. cobalt-60 and caesium-134) are applied with caution. As 

mercury is volatile it cannot be incorporated in 

solid sources prepared by evaporation. 

7 Reagents 

The following reagents shall be used when the sample is concentrated by 

evaporation with iodine retention. Use only reagents of recognized analytical 

grade and only water complying with grade 3 of ISO 3696 shall be used for al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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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Nitric acid, concentrated, c(HNO3) = 15,8 mol/l, 69 % volume fraction or w/w, 

[ρ(HNO3) = 1,42 g/ml]. 

7.2 Sulfuric acid, concentrated, c(H2SO4) =17,9 mol/l, 95 % volume fraction or 

w/w, [ρ(H2SO4) = 1,84 g/ml]. 

7.3 Silver nitrate solution, c(AgNO3) = 3,2 g/l. 

Dissolve 3,2 g of silver nitrate in water acidified with 0,1 ml of nitric acid and 

dilute to a total volume of 1 l with water. 

7.4 Potassium iodide solution, c(KI) = 1,3 g/l. 

Dissolve 1,3 g of potassium iodide in 1 l of water. 

7.5 Sodium sulfite, Na2SO3. 

7.6 Hydrogen peroxide solution, c(H2O2) = 0,3 g/l. 

7.7 Sodium carbonate solution, Na2CO3, saturated at 20 ℃. 

8 Gamma spectrometry equipment 

Basically the measuring apparatus consists of two parts, the detector and the 

device which handles, stores a carried out byand analyses the signals from the 

detectors. The output of the detector is fed into a multichannel analyser and 

buffers (MCA and MCB) and all handling, display, storage and analysis of data 

ismicroprocessor with software and peripheral hardware. 

For electronic parts, digital components (DSP) are more and more common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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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aratus shall consist of the parts described in 8.1 to 8.8. 

8.1 High purity germanium detector 

The performance of the detector shall be tested as specified in IEC 60973. 

NOTE :  The detectors are commercially available mainly in three different 

shapes, each having its own advantag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 planar, 

coaxial and well-type detectors. For example, coaxial detectors are generally 

used when large volumes of sample are available, whereas the well-type 

detectors are most efficient for small volumes.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detectors is given in Reference [1] in the Bibliography. 

8.2 High voltage power supply 

WARNING ― Take necessary safety preca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8.3 Preamplifier 

The preamplifier determines to a high degree the quality of the entire 

measuring system, as both noise and energy resolution depen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amplifier. 

NOTE :  Usually the preamplifier is located very close to the detector. Cooling 

the input stage (FET) of the preamplifier decreases the noise level and improves 

the energy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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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Cryostat or electric cooler, to keep the detector close to the temperature of 

liquid nitrogen. 

Operation at a low temperature is required to reduce the leakage current and 

electronic noise level of the detector and preamplifier; it is recommended that 

an automatic switch off and an alarm signal be installed which are activated in 

the case of an increase of temperature (e.g. caused by malfunctioning of the 

cryostat or loss of liquid nitrogen). 

The HPGe detector can be stored at room temperature; however, it shall be 

cooled when bias voltage is applied. 

8.5 Shielding 

The detector shall be shielded from all sides (including the bottom) with lead or 

iron, to reduce background signals originating mainly from naturally occurring 

radionuclides. If measurements in the energy region 40 keV < E < 100 keV are 

to be made, the internal casing may consist of three successive layers of 

cadmium, copper and for instance polymethylmethacrylate to achieve a low and 

constant background by attenuating the X-ray produced in the shielding. 

Shielding is important to reduce background levels, especially if low activity 

levels are to be measured. The following measures can be taken: 

― use of low activity lead; no shielding close to the detector if at all possible; 

― ventilation, air filtration, other materials of the system and the construction 

of the system chosen carefully, in order to reduce activity concentration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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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 low levels of background radiation. 

8.6 Main amplifier 

The main amplifier shall have linear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input and 

output signals, should have pulse-shaping capacities and shall be equipped with a 

pole-zero network and a DC-restorer. The conformity of the actual 

characteristics parameters with the manufacturer's specifications shall be tested 

as specified in IEC 61151. 

NOTE :  When high counting rates (> 5000 s-1), are to be expected, a pulse 

pile-up rejection circuit can be useful. 

8.7 Multichannel analyser (MCA) or multichannel buffer (MCB) 

The optimum number of channels depends on the energy resolution and the 

studied energy range. For good resolution in the energy range of 100 keV to 2 

000 keV, 4 096-8 192 channels are required (see Reference [11]). 

8.8 Computer, including peripherical devices and software 

The computer, in combination with the available hardware and software (see 

References [1] and [2]), should be able to: 

― read the data from the MCA or MCB; 

― reproduce these data on a video display, a plotter or a printer and store 

them; 

― determine the relation between channel number and corresponding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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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entire energy range to be studied (energy calibration), by making use 

of the appropriate reference source; 

― determine the energy-dependent efficiency over the entire energy range to 

be studied (efficiency calibration), by making use of the appropriate reference 

source; 

― detect peaks,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tected peaks such as 

the centroid, the full peak width at half maximum height, the number of net 

counts collected under the peak, and to determine the uncertainty of this 

number; 

― identify the radionuclides responsible for the observed full energy peaks by 

making use of radionuclide references, for instance see References [4] to [7]; 

― calculate the detection limit and the decision threshold of radionuclides to be 

measured but not found in the sample.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sults of the computer analysis of the spectrum be 

visually checked regularly for obvious anomalies or errors. To check the 

performance of the apparatus, the use of a laboratory standard is recommended. 

Participation in intercomparison runs can also help to test the performance of 

the apparatus and analysis. 

NOTE :  Whenever necessary, calculations and identification can be performed 

man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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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ampling 

The sample shall be collected and preserved as specified in ISO 5667-1, ISO 

5667-3 and ISO 5667-14. Particular attention shall be given to the following: 

― sample identification (place, time and procedure followed); 

― the time elapsed between the moment of sampling and the measurement of 

the sample; 

― homogeneity of the sample; if any particulate matter is present which can 

cause heterogeneity, this shall be removed by filtration, and the residue shall be 

measured separately if necessary; 

― for the sampling, polyethylene bottles should be used, cleaned with 1 mol/l 

hydrochloric acid, followed by leaching with dilute nitric acid solution and rinsing 

with distilled or deionized water; 

― depending on the time duration between the sampling and the measurement 

(if storage is more than several days) as well as the radionuclide to measure, 

the sample should be acidified to pH < 2 with nitric acid; if particulate matter is 

removed by filtration or centrifugation, this shall be carried out before 

acidification; 

― between acidification and measurement, the sample should be transported 

and/or stored in the absence of light and at a temperature of 1 ℃ < t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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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adio-iodine is to be determined, hydrochloric acid should be used instead of 

nitric acid for acidification of the sample. 

NOTE :  In some cases, it can be desirable to add a carrier solution to the 

sample. For example, when waste water from a nuclear power plant is 

measured, a carrier solution as described in Annex A can be used. 

10 Procedure

10.1 Sample preparation 

In this International Standard, three different ways of preparing the water 

sample are described. In the test report, the method of sample preparation 

actually used shall be referred in the test report. 

The choice of method depends on the limit of detection required. However, if 

radionuclides of iodine have to be determined, the choice can be made between 

10.1.1 and 10.1.3, depending on the limit of detection required. 

10.1.1 Direct measurement without preparation 

Direct measurement can be used to get the results rapidly, for example in 

situations such as emission monitoring or accident control. The sample is 

measured directly, preferably in a Marinelli beaker type.

When the water sample is filtrated, the residue on the filter shall be measured 

separately. In the test report, the method shall be referred to as “direct 

measurement”, giving the results for “liquid” and for “solid” both referring 

to the volume of the sample. the mass concentration of suspended solids shall 

also b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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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Homogenization of the suspended matter in the sample can be made by 

adding a gelling agent. 

NOTE 2 A partial evaporation of the sample can be performed to reduce the 

volume and concentrate the activity before the direct measurement. 

10.1.2 Evaporation without iodine retention 

Evaporate the water to dryness. If necessary, determine the mass of the residue 

and measure the activity of the quantity corresponding to the mass of the 

standard geometry. In the test report, the method shall be referred to as 

"evaporation without iodine retention". 

10.1.3 Evaporation with iodine retention 

Add to the sample, while stirring, 10 ml of potassium iodide solution (7.4), 0,1 g 

of sodium sulfite (7.5) and 5 ml of concentrated sulphuric acid (7.2) per litre of 

unfiltered water sample. After stirring for 5 min, add 10 ml of silver nitrate 

solution (7.6) and 10 ml of hydrogen peroxide solution (7.6) per litre. Adjust the 

pH to a value of 9, using saturated sodium carbonate solution (7.7). 

Evaporate and dry the sample in accordance with 10.1.2. In the test report, the 

method shall be referred to as "evaporation with iodine retention". 

10.2 Calibration 

Calibration shall follow the requirements of IEC 61452. 

10.2.1 Energy calibration 

Place the reference source in the spectrometer. Adjust the amplifier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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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 Digital Converter (ADC) in such a way that the first channel corresponds 

to an energy between 0 keV and 30 keV and that each channel corresponds to 

0,5 keV, assuming that 4 096 channels are used. 

In the equipment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energy and channel number 

is approximately linear. For analysis of the spectrum, it is however necessary to 

attribute to each channel the corresponding energy accurately, for example by 

fitting the experimental points with a polynomial function which expresses this 

relationship with an accuracy of 0,1 keV or better. 

Generally, this task is carried out using appropriate software to deal with the 

standard spectra, record the useful information to be used for future analyses 

and automatically convert the channel scale of the converter into a photon 

energy scale. Using the energy calibration spectra, the full-width at half 

maximum of the full-energy peaks can be determined as a function of the 

gamma energy. This information is usually required by 

the evaluation software. 

10.2.2 Efficiency calibration 

The counting efficiency is affected by the following factors: 

― the detector and the settings of the electronics used; 

― the geometry of the sample with respect to the detector (solid angle); 

― the density of the sample and the sample container characterisitics.



- 226 -

Taking these factors into account, the counting efficiency shall be determined 

under the same measuring conditions as the sample source. When one of these 

factors is changed, the counting efficiency shall be re-evaluated for the new 

conditions. The same algorithms for analysis of the spectrum shall also be used 

for both the sample and calibration sources. Depending on the purpose or the 

measurement (single radionuclide or multi-radionuclide determination), the 

efficiency can be determined in two different ways, i.e. as a function of energy 

or for the single radionuclide.

Radionuclide-specific counting efficiency can be used when the purpose of the 

measurement is to determine a single radionuclide and has to be used when the 

energy region 40 keV < E< 100 keV is to be analysed. The radionuclide-specific 

counting efficiency can be used for that particular radionuclide and for cases 

where the radionuclide under investigation emits gamma radiation from cascade 

transitions. It might also be necessary when random summing corrections become 

important, i.e. in well-type detectors. 

10.2.2.1 Procedure 

Prepare a calibration source from the reference source with the sam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as the source sample. It can, for example, be produced 

by spiking a volume of water and preparing the calibration source like the 

sample source to be measured. 

Place the calibration source in the spectrometer and record a spectrum until the 

net counting rate under the full energy peak can be determined with a variation 

coefficient of 1 % or less. To avoid errors due to pile-up, the activity of the 

reference source in combination with the measuring geometry shall be suc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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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 counting time of the measurement does not differ by more than 10 % 

from the live time. A pulse pile-up rejection circuit may also be used. 

Determine the number of net counts under the relevant peaks for all energies 

(E) to be used. Use the same peak area calculation procedure when measuring 

samples. 

10.2.2.2 Counting efficiency as a function of energy 

Determine the counting efficiency at energy E for all the peaks to be used 

from Equation (1): 

The efficiency for energy Eshall be calculated by: 

                                                          (1)

For an undisturbed peak at an energy E, the number of counts nNsE in the 

net-peak area of a γ-spectrum is calculated using Equation (2):

                                                 (2)

Determine the energy-dependent detection efficiency by finding the best fitting 

line or mathematical expression which relates the experimental data of the 

efficiency to the energy. 

When using calibration sources of a radionuclide with different emission lines, 

summation effects or coincidence loss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Repeat the procedure described in 10.2 regularly as a check and for each 

different measuring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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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Radionuclide-specific counting efficiency 

The efficiency for each specific radionuclide i, at energy E, is determined using 

Equation (3): 

                                                          (3)

NOTE  :  Several radionuclides yield more than one full energy peak, which 

facilitates the use of higher sensitivity and accuracy. Multiple counting efficiency 

for a single radionuclide gives higher sensitivity and better accuracy.

10.3 Recording a spectrum of the sample 

Place the sample in the measuring apparatus, reset the MCA and record a 

spectrum. Note the time and date. Count for a sufficiently long time to reach 

the desired detection limit of the various radionuclides. 

The detector, the sample container or the detector surroundings can be 

contaminated or can contain naturally occurring radionuclides. This can give rise 

to peaks in the spectrum, not originating from the sample. For this reason, 

record a background spectrum regularly as a check, using a blank sample. Only 

non-contaminated containers should be re-used. When low detection limits have 

to be obtained and long counting times are necessary, take into account in the 

analysis the peaks from the background spectrum. 

10.4 Analysis of the spectrum 

Detect the peaks which have evolved in the spectrum, determine the energies 

to which the maxima correspond and the net number of counts collected under 

the peaks, in the same way a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energy-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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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efficiency. For each peak, determine to which radionuclide it has to be 

assigned,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le X-ray emission and the occurrence of 

summation and pile-up. 

It is highly preferable to check visually the agreement between the peaks that 

have been detected by the software program and the measured spectrum as 

small, wide and double peaks can be incorrectly detected and/or quantified. 

If the counting time has been sufficiently long for peaks to evolve in the 

background spectrum, the number of counts of these peaks shall be subtracted 

from the corresponding sample peak counts. If necessary, correct for a 

difference in counting time between sample and blank. 

Detailed information see Reference [11]. 

11 Expression of results 

11.1 Calculation of the activity concentration 

The activity concentration, cA, of each radionuclide present in the sample is 

obtained from the net count nN,E from the peak of an individual γ-line without 

any interference using Equation (4): 

                                                         (4)  

                                

where 

∱E is the correction factor considering all necessary corrections according to 

Equation (5): 

∱E = ∱d ·∱cl,E · ∱su,E                                              (5) 



- 230 -

where 

∱d is the factor to correct for decay for a reference date; 

∱cl,E is the factor to correct for coincidence losses (summing-out); 

∱su,E is the factor to correct summing-in effects by coincidences. 

For an undisturbed peak at an energy E, the count ,NEn in the net-peak area 

of a γ-spectrum is calculated using Equation (6): 

nN,E = ng,E –nb,E                                                         (6)

Thus, Equation (4) might be expressed as:

     (7)

11.1.1 Decay corrections 

Depending on the half-life of the radionuclide to be measured, the specific 

activity must be corrected by ∱d. To take into account the radioactive decay 

during the counting time and during the time between the reference instant 

(t=0) and the measuring instant (t=ti), ∱d must be calculated by 

                                                      (8)

11.1.2 Summation effects or coincidence losses corrections 

For radionuclides with cascade transitions, counting losses due to coincidence 

summing are to be expected, especially at high counting effici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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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corrections are important for point sources samples measured very close 

to detector surface, and are specific for each radionuclide, each detector, 

measuring geometry and sample to detector distance. 

Most of the theoretical methods to calculate summation are related with the use 

of transport theory and Monte-Carlo techniques (see References [15] to [18]). 

Given the difficulties to model the detectors, some experimental procedures can 

be applied for each specific situation. 

Some of these experimental procedures use data from the specialized literature, 

but given the wide range of detector possibilities and measuring conditions, 

direct measurement as given below can be made: 

a) Prepare a source containing the multi-line photon emitting radionuclide whose 

correction factor at energy E must be calculated along with another radionuclide 

emitting at a similar energy, E’, which has negligible summing corrections. The 

geometry must be the same as that used for the sample source. 

b) Measure this source at a long distance from the detector. Calc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t peak counts at energies E and E`.

c) Measure the sample in the normal measuring pos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t peak counts at energies E and E will be similar to that 

calculated above and the theoretical net peak counts, , at energy E, can be 

estim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etical,  , and measured, nN,E , net peak counts 

is the summing correction factor for energy E of the multi-line photon emitting 

radionuclide that must be applied to the analysis of the calibration an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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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pectrum.

Further informaion is given in Refercences [8] and [12].

11.2 Standard uncertainty 

According to the GUM, the standard uncertainty of c is calculated by: 

                                (9)

Where the standard uncertainty of the counting time is neglected and the 

relative standard uncertainty of w is calculated by

                                 (10)

Taking into acount Equation (1) the relative standard uncertainty of εE is 

calculated by 

     (11)

where urel(A) includes all the uncertainties related to the calibration source: 

calibration certificate of the standard solution and preparation of the calibration 

source and the addition of this calibration source. 

For the calculation of the characteristic limits (see ISO 11929), one needs , 

i.e. the combined standard uncertainty of cA as afunctio of its true value. For a 

true value, , one expects  and with u2(ng) = ng, one 

obtain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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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The uncertainties u(nN), u(ng), and u(nb) ar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GUM,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individual counts n in a channel  of a 

multi-channel spectrum are the result of a Poisson process and hence u2(n) = 

n holds. The values of nN, ng, and nb and their associated standard 

uncertainties u(nN), u(ng), and u(nb) may be calculated with a computer code. 

Since there are various methods of subtracting the background below a peak in 

order to derive the number of counts in the net peak area, no generally 

applicable formulas can be given. An example of the simple case of linear 

background subtraction is given in Annex B. For calculating the decision 

threshold and the detection limit at least nN and nb and u(nN) and u(nb) must be 

known. 

11.3 Decision threshold 

The decision threshold, c*A, is obtained from Equation (12) for  = 0 (see ISO 

11929). This yields: 

                                     (13)

α= 0,05 and then, k1-α= 1,65 is often chosen by default. 

11.4 Detection limit 

The detection limit, c#A, is calculated using the implicit Equation (14) (see ISO 

11929): 

       (14)

β= 0,05 and then, k1-β= 1,65 is often chosen by default. 

The detection limit can be calculated by solving Equation (14) for c#A or, more 

simply, by iteration with a starting approximation c#A = 2·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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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aking k1-α=k1-β=k, the solution of Equation (14) is given by Equation (15): 

                                                       (15)

11.5 Confidence limits

The lower, , and upper, , confidence limits are calculated using Equations 

(16) and (17) (see ISO 11929): 

                                            (16)

                                             (17)

where 

   ω=Φ[y/u(y)], Φ being the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standardized normal 

    distribution; 

    1-γ is the probability for the confidence interval of the measurand; 

ω=1 may be set if cA 4·u(cA). In this case: 

                                                (18)

γ= 0,05 and then, k1-γ= 1,96 is often chosen by default. 

11.6 Corrections for contributions from other radionuclides and background 

In gamma spectrometry, two types of contribution frequently have to be 

corrected for. 

d) The gamma line of the radionuclide to be determined contains contributions 

from gamma radiation of another radionuclide in the sample. The contributing 

radionuclide has another gamma line from which the contribution to the line in 

question can be estimated taking into account the emission probabiliti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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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 lines. 

e) The gamma line of the radionuclide to be determined occurs also in the 

background of the spectrometer. By measuring a background spectrum with a 

blank sample for a counting time t0, this contribution can be corrected for,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counting times of the two spectra. 

For both cases, the specific activity can be calculated using a model according 

to Equation (19): 

                                             (19)

where x is a factor whose expression depends on the type of correction. For 

both contribution cases, this model gives the necessary correction. 

11.6.1 Contribution from other radionuclides 

The gamma line to be corrected at the energy E1 has the net peak area nN,E1. 

The contribution of the radionuclide is calculated using the ratio of the 

contributing radionuclide for gamma energy E1. Equation (19) gives the necessary 

correction with x = PE1·ε1/ PE2·ε2 and t0 = tg. This yields 

                                                (20)

Neglecting the standard uncertainty of x, the standard uncertainty of cA,c is 

calculated by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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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ith a true value  instead of cA,c :

       (22)

Then, the decision threshold c*A,c is given by 

             (23)

and the detection limit , c#A,c, by 

        (24)

The detection limit can be calculated by solving Equation (24) for c#A,c or, more 

simply, by iteration with a starting approximation c#A,c = 2·c*A,c. 

When taking k1-α=k1-β=k the solution of Equation (24) is given by Equation (25): 

                                                      (25)

11.6.2 Contribution from background 

In this case, Equation (19) is used for the correction with x=1 and u(x)=0. nN0,E is 

the net peak area of the gamma line in the background spectrum and t0 the 

counting time of the background spectrum. This y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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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The standard uncertainty of cA,c is calculated by 

               (27)

and with a true value  of cA,c.

      (28)

Then, the decision threshold c*A,c is given by 

             (29)

and the detection limit c#A,c by

        (30)

The detection limit can be calculated by solving Equation (30) for c#A,c or, more 

simply, by iteration with a starting approximation c#A,c = 2·c*A,c.  

When taking k1-α=k1-β=k , the solution of Equation (30) is given by Equation 

(31): 

                                                      (31)

The limits of the confidence interval are calculated according to Equations (16) 

an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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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est report 

The test report shall conform to ISO/IEC 17025 requirements. It shall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a) reference to this International Standard (ISO 10703:2007); 

b) identification of the sample; 

c) units in which the results are expressed ; 

d) test result, cA ±uc(cA ) or cA ±U, with the associated k value. 

Complementary information can be provided such as: 

e) probabilities α, β and (1 -γ); 

f) decision threshold and the detection limit; 

g) depending on the customer request there are different ways to present the 

result: 

   1) when the activity concentration, cA, is compared with the decision 

threshold (see ISO 11929), the result of the measurement should be expressed as 

 c#A when the result is below the decision threshold; 

   2) when the activity concentration, cA, is compared with the detection limit, 

the result of the measurement can be expressed as c#A when the result is 

below the detection limit. If the detection limit exceeds the guideline value, it 

shall be documented that the method is not suitable for the measurement 

purpose; 

h) mention of any relevant information likely to affect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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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A 

(informative) 

Example of a carrier solution which can be added to the water samplewhen 

waste water from a nuclear power plant is investigated 

Dissolve in 100 ml of hydrochloric acid [c(HCl) = 0,1 mol/l]: 

― 5,3 g of chromium(III) chloride hexahydrate (CrCl3·6H2O); 

― 3,6 g of manganese(II) chloride tetrahydrate (MnCl2·4H2O); 

― 4,8 g of iron(III) chloride hexahydrate (FeCl3·6H2O); 

― 4,0 g of cobalt(II) chloride hexahydrate (CoCl2·6H2O); 

― 3,5 g of zirconium(IV) oxychloride octahydrate (ZrOCl2·8H2O); 

― 1,3 g of caesium chloride (CsCl); 

― 1,8 g of barium chloride dihydrate (BaCl2·2H2O); 

― 2,7 g of lanthanum(III) chloride heptahydrate (LaCl3·7H2O); 

― 2,7 g of cerium(III) chloride heptahydrate (CeCl3·7H2O); 

― 2,1 g of zinc(II) chloride (ZnCl2); 

― 2,1 g of potassium tellurate (K2TeO4); 

1 ml of this carrier solution is added to 1 l of water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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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B 

(informative) 

Calculation of the activity concentration from a gamma spectrum 

using a linear background subtraction (undisturbed peak) 

Frequently, the net peak area is calculated by subtraction of a linear 

background. In this case, three channel areas have been defined in the 

spectrum: an area P, symmetrical around the peak maximum covering p channels 

and two areas B1 and B2, each covering b channels, adjacent at both sides or P 

(see Figure B.1). With the full width at half maximum, h, of the peak, a length 

of the peak area p ≈ 2,5h and b ≈ p/2 are  frequently chosen. Then one 
calculates nN according to Equation (6) with 

                     (B.1)  

               

The standard uncertainties are given by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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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hannel numbers 

n counts 

1 area B1, with length b 

2 area P, with length p 

3 area B2, with length b 

Figure B.1 ― Scheme of linear background subtraction in gamma spectrmetry

The standard uncertainty for the activity concentration according to Equation (9) 

is given by 

                             (B.3)

In this case,  is calculated by 

             (B.4)

and one obtains for the decision threshold 

                    (B.5)

and for the detection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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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6)

When taking k1-α=k1-β=k the solution of Equation (B.6) is given by Equation 

(B.7): 

                                                     (B.7)

The limits of the confidence interval are calculated according to Equations (16) 

an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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