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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 문 초 록

호소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용존공기부상공정(Dissolved Air 

Flotation, DAF)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상공정을 이용하여 수

중의 조류, 유기물질, 부유물질 등을 제거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호소수의 오염은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이 축적된 저층의 퇴

적물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중

의 오염물질과 저층의 퇴적물을 함께 처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기포를 이용하여 퇴적물 표층의 미세입자를 부상시

켜 제거함으로써, 그 입자에 포함된 영양염류를 함께 처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지역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분석하여 오염 및 

용출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포의 특성 및 운전조건이 퇴

적물과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다음, 미세입자가 

제거된 퇴적물의 영양염류 용출 농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에 사용된 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 점토와 실트(<0.075 ㎜)의 

비율은 약 7.7 %, 모래(0.075~4.75 ㎜)는 약 67.8 %, 자갈(≥4.75 

㎜) 은 약 24.5 %로 나타났다. 퇴적물 내 총질소(Total nitrogen, 

T-N)와 총인(Total phosphorus, T-P)의 함량은 각각 2,790~3,260 

mg/kg, 261~311 mg/kg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열감량과 수분함량은 

각각 4.1~9.6 %, 32.9~53.2 %로 나타났다. 퇴적물의 입자크기별 

T-N과 T-P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퇴적물 내

T-N과 T-P의 농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기포의 특성에 따른 제거효율을 분석한 결과, 압력 6기압, 가압수 비

율 30%, 응집제 주입량 15 ppm의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을 때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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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의 제거효율은 19.9 %였으며, 그에 따라 T-N과 T-P의 제거효율

은 각각 21.4, 22.6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전조건(압력 6 atm, 가압수 비율 20%, 응집제 주입량 15 ppm)을 

고정시키고 기포 주입횟수를 증가시키면서 T-N과 T-P의 제거효율을 

살펴본 결과, 기포 주입횟수 2회까지 T-N과 T-P의 제거효율은 높았

으나, 3회부터는 제거효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주입횟수가 증가하더라도 

제거효율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초기 반복적인 기포 

주입을 통해 퇴적물 내 미세입자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입자에 

포함된 질소와 인을 함께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세기포를 이용하여 퇴적물을 효과적으로 정

화하는 방법을 도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주요어: DAF, IIBG(Inline Injection Bubble Generator), 기포의 특성, 

퇴적물 표층, 미세입자, 영양염류 용출 특성

학  번: 2013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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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산업화 및 외부오염원의 확대 등에 따라 자연수계에 유입되는 오

염물질이 증가하였다(Eggleton and Thomas, 2004). 이에 따라 호소수

의 부영영화가 촉진되면서 녹조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수계에 Dissolved Air Flotation (DAF)가 적용

되고 있다(Teixeira, 2010). DAF 공정은 공기가 용존된 가압수를 수중

에 분사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미세한 기포를 이용하여 수중의 오염물질을 

수면 위로 분리하는 수처리 기법이다(Dupre, 1998). DAF 공정은 기존

의 침전 공정보다 수처리 효율이 높고 적은 량의 화학제품을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DAF 공정은 저밀도 조류나 입자를 제거하는데 효과

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Edzwald, 2010).  

그러나 호소수의 오염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영

양물질이 축적된 저층의 퇴적물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수중의 조

류와 부유물질만을 제거해서는 호소수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

렵다(Larsen, 1975). 또한 Kurt (1998)의 연구에 따르면 호소수의 외

부오염원에 대한 부하가 감소한 후에 부영양화의 발생여부는 퇴적물의 

오염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호소수의 내부오염원으

로 작용하는 저층의 퇴적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퇴적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준설로써, 크게 기계적 준설과 수력준

설로 나뉜다. 그러나 준설은 대량의 퇴적물을 한꺼번에 제거하기 때문에 

동·식물의 서식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훼손시키면서 생태계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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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시킬 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킨다(Newell, 1998). 

또한 퇴적토를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소비되고

(Brouwers, 2007), 준설 매립지를 확보하는데 경제적, 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Murphy, 1999). 그러므로 수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을 최소화하면서 오염물질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

하다. 

김 (2009)은 응집제를 첨가한 가압수를 수중에 분사시키는 맞춤형 기

포발생장치(Inline Injection Bubble Generator, IIBG)를 개발하였다. 

이 공정은 기존의 DAF 공정보다 적은 응집제를 첨가한 가압수를 수중

에 분사하기 때문에 자연수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또한, 가압수가 수중에 분사될 때 발생하는 수리학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퇴적물 표층을 교란시켜 미세입자를 부유시킴으로써 기포와 입자간 부착

효율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양(+)의 기포를 통하여 입자의 제거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까지 부상공정을 이용하여 수중의 조류, 영양염류, 부유물질을 제

거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Bare, 1975; J. 

Koivunen et al., 2007; T.T. bui and M. Han, 2015). 하지만 부상공

정을 이용하여 퇴적물을 정화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한 연구는 아직 진행

된 바가 없다. 따라서 미세기포를 이용하여 퇴적물 표층의 미세입자를 

부상시켜 제거함으로써, 입자에 포함된 질소와 인을 함께 제거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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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세기포를 이용하여 퇴적물 표층의 미세

입자를 부상시켜 제거함으로써, 입자에 포함된 영양염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적물의 특성 분석

둘째, 기포의 특성 및 운전조건에 따른 퇴적물과 영양염류의 제거효율 분석

셋째, 퇴적물의 제거가 영양염류의 용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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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고찰 및 이론적 연구

2.1 퇴적물의 특성

2.1.1 퇴적물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

 호소수 주변으로부터 산업폐수, 생활오수, 농축산 폐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이 수계로 유입되어 수층에 용존 상태로 존재하거나 입자상 물질에 

흡착되어 수저로 침강 또는 침전된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호소수 저층에 

오랜 기간 축적됨으로써, 퇴적물은 수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

게 된다(Kim, 2003). 

Figure 1과 같이 수계로 유입되어 퇴적된 유기물, 오염물질 등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미생물에 의해 분해, 무기화되는 과정에서 용존산소를 소

비하게 된다. 용존산소가 줄어듦에 따라 저산소 또는 무산소 조건이 되면

서 퇴적물 입자에 결합되거나 흡착되어 있던 영양염류가 수중으로 용출

된다. 또한 확산, 재부유, 생물교란 등의 작용에 의해 퇴적물 내 영양염

류가 수체로 이동하게 됨으로써(Kurt, 1998), 수층의 식물 플랑크톤이나 

조류의 성장에 이용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게 된다.  

퇴적물 내에서도 표층은 유기 입자 및 부착조류 등의 유기물질의 사체

가 많이 침전되어 있는 곳으로, 미생들의 서식지로 작용한다. 또한 표층

은 퇴적물 층과 수계의 경계면으로서 물리·화학·생물학적 반응이 활발

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주로 미세입자들이 표층에 분포되어 있으며

(Karim, 2010), 입자에 농축된 질소와 인 등의 영양염류는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주요인으로 알려져 있다(Ryther,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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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taminated matter cycling in water and the effect of 

contaminated sediment on water quality (국립과학연구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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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rom (1982)의 연구에 의하면 퇴적물 표층은 수체로 용출될 수 

있는 인의 형태가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인이 용출되더

라도 수질악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퇴적물 깊이에 따른 인의 농도 변화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Paludan, 

and Morris, 1999; Rydin, 2000; Karim, 2010)에 따르면 퇴적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인의 농도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Rydin (2000)

의 연구에서는 총인의 농도가 0∼5cm에서 급격하게 낮아지다가 5cm 

아래에서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D-P (Fe-P)의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표층에 환원성 철과 결합된 인이 많이 분포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동 가능성이 높은 인이 많이 분포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Figure 2 Phosphorus concentrations and forms at various depth 

of sediment (Ryd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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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퇴적물 내 영양염류의 존재 형태

퇴적물에 존재하는 질소화합물의 형태는 거의 입자상 유기 질소에 의

해 좌우된다(기, 2014). 저층에 퇴적된 입자상 유기 질소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거나 무기화됨으로써 NH4
+-N가 생성된다. 퇴적물 내 

NH4
+-N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호기성 조건일 때 질산화 과정에 의하여 

NO2
--N 또는 NO3

--N로 산화된다(Kemp et al., 1990). 이와 반대로 

저층이 혐기성 조건일 경우, 탈질화 과정에 의해 NO3
--N는 최종전자 

수용체로 사용되어 N2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되돌아가거나(Howarth et 

al., 1988), 다시 NH4
+-N로 환원되어 퇴적물 내에 존재하게 된다. 이

와 같이 NH4
+-N는 저층의 퇴적물에 존재하면서 환경에 따라 그 형태

를 변환하여 퇴적물과 수층사이를 이동하게 된다(조 등, 2007).

퇴적물 내 질소의 존재형태는 입자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립

질 퇴적물은 산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퇴적물 내 호기성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유기 물질의 무기화나 질산화 과정이 활발하게 일

어남으로써, 주로 NO3-N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에 반해 미립자가 

많이 포함된 퇴적물은 무산소(anoxic)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에 무기화 

과정은 감소하는 반면, 탈질화가 주로 진행되므로 질소의 주요형태는 

NH3-N가 된다(Lǖ et al., 2005).        

퇴적물 내 인은 입자에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무기성 인 형태

로 존재한다(기, 2014). 퇴적물에서 인의 존재형태는 크게 Ads-P 

(Adsorbed phosphorus), NAI-P (Nonapatite phosphorus), A-P 

(Apatite phosphorus), Res-P (Residual phosphorus)로 나뉜다

(Hielijes et al., 1980). 

Ads-P는 퇴적물의 미립자에 느슨하게 흡착되어 있는 형태로써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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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 2010). NAI-P는 

철,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과 착물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써 미세입자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Andrieux-Loyer (2001)의 연구에 따르면 퇴적

물 내 NAI-P의 함량은 미세입자와 확연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다. A-P는 칼슘과 결합하여 광물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며, 조류 

성장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lliams et al., 

1980). Res-P는 유기물과 결합된 형태로써, 식물성 플랑크톤에게 주로 

이용된다. 

2.1.3 퇴적물 내 영양염류의 용출 특성

 퇴적물 내 영양염류의 용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크게 물리·화학

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화학적 요인으로는 

pH, 온도, 산화·환원 전위, 용존산소, 유속 등이며, 생물학적 요인은 미

생물 활동, 무기화 과정, 생물교란 등이다(Kairesalo, 1995; 

Søndergaard, 2001). 

퇴적물에서 수층으로 용출되는 질소의 주요 형태는 NH3-N이다

(Kemp et al, 1990). NH3-N은 수용성으로써 환원 조건에서 안정적이

며, 물리적 충격이나 확산 현상에 의해 수층으로 쉽게 이동 가능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인의 경우 pH와 산화·환원 전위에 따라 변화하는 용존산소에 큰 영

향을 받는다(윤 등, 2007). 인의 용출은 용존산소와 반비례 관계를 가

지며, 용존산소가 1mg/L 이하 일 경우 인의 용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다. 또한 온도가 20℃ 이상 올라가면 용출량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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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존재형태별 용출 특성을 살펴보면, Ads-P는 입자에 느슨하게 

흡착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쉽게 용출될 수 있다.  

NAI-P는 용존산소와 산화전위의 변화에 쉽게 용출될 수 있으며, 특히 

혐기성 조건에서 주로 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 et al., 2010).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될 때, 용존산소가 소모되어 혐기성 조건이 

되면서 Fe(OH)3등은 황에 의하여 Fe(Ⅱ)가 환원됨으로써 철과 착물을 

이루고 있던 인이 공극수로 용출된다. 그에 비해 A-P는 극심한 산조조

건이 아니면 잘 용출되지 않으며, 산화·환원 전위보다 pH에 더 큰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mez, 1999). Res-P는 저층 퇴적물

이 혐기성 조건일 때, 미생물의 분해에 의해서 유기 입자에 결합되어 있

던 인이 수체로 용출된다. 

2.2 기포의 특성 

2.2.1 기포의 발생 

DAF 공정에서 공기가 용존된 가압수가 노즐 또는 밸브를 통해 대기

압으로 분사될 때 큰 기압차에 의해 기포가 발생하게 된다. De Rijk et 

al (1994)은 기압차에 의한 기포의 발생 원리를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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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or 
 or 
  or 
 or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노즐 통과 전, 후의 위치수두는 같기 때문에 위

치에 대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노즐을 통과하기 전, 후의 유속 , 

를 비교해보면, 노즐 관경이 작아짐에 따라 는 급격하게 커지게 되므

로 보다 매우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의 값은 무시할 수 있으

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압수가 노즐을 통과할 때 노즐 관경이 작아짐에 따라 는 매우 높

아지게 되고 는 급격하게 낮아지게 된다. 이 때 음의 압력구간이 발생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큰 압력차가 생기게 된다(Figure 3). 

 

Figure 3 Pressure drop along a nozzle 

(De Rijk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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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을 통과함으로써 급격한 압력차가 생긴 후 기포의 발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에서 1 ㎛보다 작은 크기의 기포 핵이 형성

된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기포의 결합(coalescence)을 통하여 기포가 

빠르게 성장한다. 기포 핵 형성의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dzwald, 2010).   

2.2.2 기포의 크기 및 형상

DAF 공정에서 기포의 크기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

(Zabel, 1984; De Rijk et al., 1994; Han et al., 2002; Leppinen 

and Dalziel, 2004)에 의해 수행되었다.  

DAF 공정의 접촉조(contact zone)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크기는 약 

40∼80㎛이다. 접촉조에서 기포가 성장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공기의 부상, 정수압의 감소, 기포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Edzwald, 2010). 분리조(separation zone)에서 기포의 크기는 접

촉조보다 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포의 크기는 50∼150 ㎛이

다(Leppinen and Dalziel, 2004).  

기포의 크기는 기포와 입자간 충돌과 부착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인

자이다. DAF 공정에서 기포의 실제크기는 불균일 핵생성

(heterogeneous nucleation), 기포 성장, 주입율, 기포주입장치에 영향

을 받으며, 특히 노즐의 형상과 포화기 내 압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

(Edzwald, 2010). 

노즐의 형상이 동일한 경우 기포의 크기는 포화기 내 압력에 따라 달

라진다. 일반적으로 압력이 증가할수록 기포의 크기는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며(Figure 4), 3.5 기압 이상에서는 기포의 크기가 더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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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De Rijk et al., 1994). 이 때 기포의 한계크기는 약 34㎛

로 보고되었다(한 등, 2007).

기포의 형상도 기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DAF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기포(≤100㎛)의 경우 구형을 가지며, Dispersed-air flotation에

서 발생하는 큰 기포(1-10mm)는 타원형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dzwald, 2010). 

 
Figure 4 Cumulative bubble size distribution at 

various pressure (박, 2003)

2.2.3 기포의 체적농도 (한국수자원공사, 2006)

 DAF 공정에서 기포체적농도(Bubble volume concentration, BVC) 

는 공정의 효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로써, 기포와 입자간 충돌기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포체적농도는 기포의 수와 크기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기포의 크기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DAF 공

정에서 기포의 체적농도는 포화기 내에 가해지는 압력과 순환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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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 ratio)에 조절된다. 이론적인 기포체적농도는 Henry‘s law을 

통해 결정될 수 있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P  = Pressure (atm)

                H  = Henry's constant (atm/mole)

[A] = Mole fraction 

 

 이론에서 계산된 기포의 체적농도는 특정조건에서 용존된 기체가 모

두 기포로 발생된다는 가정 하에 성립되는 것으로, 실제 발생되는 기포

의 양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2.4 기포의 제타전위    

자연수계의 조류, 콜로이드, 부유입자는 일반적으로 음의 전하를 띤다

(Edzwald, 1993). 이는 입자 표면 작용기의 분리 또는 이온화, 유기물

질에서 기인한 이온흡착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Henderson, 

2008a). 일반적으로 DAF에서 발생되는 미세기포도 음의 전하를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n et al (1998)은 pH에 변화에 따른 기포의 제

타전위를 측정하였는데, 측정한 범위(pH 2-12)내에서 기포는 음의 전

하를 띠었으며, pH 7에서 가장 낮은 전위(–25 ㎷)를 나타냈다.  

Han et al (2001)은 기포와 입자간 충돌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

는 인자는 기포와 입자간 정전기적 성질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연구결

과에 따르면, 기포와 입자의 제타전위가 서로 같은 부호를 가질 때 충돌

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기포와 입자의 제타전위가 서로 반대일 때 충돌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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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게 나타났다(Figure 5). 따라서 충돌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

포나 입자 중 하나를 양의 전하로 바꾸어 서로 반대 부호의 전하를 가지

게 해야 한다. 

Figure 5 Collision efficiency at various size of the particles and 

bubbles (Han et al, 2001)

자연수계에 응집제를 직접 첨가하여 입자의 전하를 변화시킬 수 있지

만, 이러한 방법은 자연수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포의 전하를 음에서 양으로 대전시켜서 입자와의 충돌효율을 향상시키

는 방안이 필요하다. 

Dokko and Han (2004)는 다양한 금속이온(Na+, K+, Mg2+, Ca2+, 

Al3+)이 첨가된 수용액이 기포의 제타전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3가의 알루미늄 이온은 1가 또는 2

가의 이온에 비해 기포의 전하를 역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하였다. Al3+의 수용액의 경우, pH 8.2 내에서 기포는 양의 전하를 띄었

으며 최대 +30 mV의 전위를 나타냈다(Figure 6). Henderson et al 

(2008b)도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DAF의 saturator에 첨가하여 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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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된 기포를 생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Figure 6 Range of zeta potential of bubbles at 

various metal solution (Dokko and Han, 2004)

2.3 맞춤형 기포발생장치를 이용한 퇴적물 정화방안

맞춤형 기포발생장치(Inline  Injection Bubble Generator, IIBG)란 

응집제가 첨가된 물을 가압한 후 수중으로 유출시키는 것이다(Figure 

7). 이 장치의 특징은 가압수의 분사, 응집제 주입, 기포발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기포발생장치로 물, 응집제, 공기가 동시에 유입되어, 펌프

안의 임펠러에 의해 균일하게 분산되면서 높은 압력으로 가압된다. 가압

수가 노즐을 통하여 분사될 때, 노즐 전후 발생하는 압력차에 의하여 미

세기포가 발생된다(김, 2009). 

IIBG에서는 가압수 분사와 기포발생으로 난류로 생성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학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응집제를 분산시켜 입자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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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와 기포간 결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DAF에서 발생되는 미세기포를 이용하여 퇴적물 표층의 미세

입자들을 부상시켜 제거함으로써, 부영양화 및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를 함께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7 Schematic diagram of Inline Injection Bubble 

Generator (IIBG) (modification from 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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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재료 및 방법

3.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퇴적물은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관악호수공원에서 채취

하였다. 관악호수공원은 1997년 3월에 건설되었으며, 유역면적은 저

2,485 ㎡ 이며, 저수량은 1,740 ㎡이다.

퇴적물 시료는 저수지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3개의 지점(site 

1,2,3)을 선정한 다음, 각 지점의 퇴적물 표층에서 채취하였다(Figure 

8). 3개의 지점에서 퇴적물을 채취한 후 현장에서 밀봉하여 실내까지 

이동하였고, 건조기(VS-8480SF, vision scientific CO., LTD)에서 

110℃로 24시간 건조시켰다. 실험에서는 균등한 입도분포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조된 시료를 4.75 mm의 표준체로 거른 후 사용하였다.  

Figure 8 Gwanak Lak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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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퇴적물의 특성 분석

3.2.1 퇴적물 성상 및 오염 특성 분석

3.2.1.1 입도분석

건조시료에 분산제 5% sodium hexametaphosphate 용액 30mL를 

가한 후, 시료에 적당량의 증류수를 가하고 10분간 교반하였다. 교반된 

시료를 표준체에 통과시킨 후 각 체에 남은 양을 계산하고 체를 통과한 

누가중량 백분율을 구하여 입도분포곡선(Grain Size Distribution 

Curve)을 그려서 입도를 분석하였다.

3.2.1.2 T-P 분석

퇴적물의 T-P 함량에 대한 분석은 질산-염산에 의한 분해법으로 측

정하였다. 시료를 분쇄하여 0.15 mm의 표준체로 체걸음 한 토양 3 g을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250 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염산 21 mL와 질

산 7 mL를 넣고 잘 저어준 후 다시 0.5 M 질산 15 mL를 넣고 흡수용

기와 환류 냉각관을 반응용기에 연결시킨 후 상온에서 2시간 정치시켜 

토양 내 유기물을 천천히 산화시켰다. 정치 후 반응혼합물의 온도를 서

서히 올려 환류조건에 도달하도록 하고 2시간 동안 그 상태를 유지시키

면서 분해하였다. 상등액을 Whatman No.40으로 여과하여 100 mL 용

량플라스크에 표선을 맞춘 후, 검액에 대한 정량은 유도결합플라즈마발

광광도계(ICP)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퇴적물 내 T-P의 농도를 구하

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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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 내 T-P 농도(mg/kg) = 


××  

여기서, C1 : 검정곡선에서 얻어진 분석시료의 T-P 농도(mg/L)

       C0 : 검정곡선에서 얻어진 바탕시험용액의 T-P 농도(mg/L)

        f  : 희석배수(검정곡선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V : 시료용기의 부피(여기서는 0.1 L)

       Wd : 퇴적물시료의 건조중량(kg)

3.2.1.3 T-N 분석

퇴적물의 T-N 함량에 대한 분석은 Kieldahl법으로 측정하였다. 

Kieldahl법은 유기태 질소를 진한 황산과 촉매로 분해하여 암모니아성 

질소로 변환시킨 후 알칼리 조건에서 이를 증류에 의하여 정량하는 방법

이다. 

0.5 mm의 표준체를 통과한 풍건시료 1 g을 Micro Kjeldahl flask에 

취하고 1.1 g의 K2SO4 혼합촉매와 진한황산 10 mL를 차례로 가한 후 

약 2시간동안 가열 분해하였다. 분해액을 증류수로 희석한 후 증류 플라

스크에 취하고 증류한 후 단백질/질소 자동분석기에서 0.5 N 황산용액

으로 적정하여 질소함량을 구하였다. 

N(%)=××

 ×황산농도 ××
×

  여기서, T : 시료 적정에 소모된 황산의 양(mL)

           B : blank 적정에 소모된 황산의 양(mL) 

           S : 토양시료 무게(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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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강열감량 

강열감량은 토양 내에 포함된 각종 유기성물질을 약 700-800 ℃의 

온도에서 연소시켜 소실된 양을 환산하여 나타낸 값이다. 측정할 용기를 

건조기에서 110℃로 2시간 건조한 후 무게를 0.001 g까지 측정하고, 

시료 약 5 g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여 용기에 담는다. 전기로(Electric 

muffle Furance, SAM HEUNG INSTRUMENT)에 시료가 담긴 용기를 

넣고 550℃로 2시간 가열한 후, 전기로에서 용기를 꺼내어 실리겔 데시

케이터 안에서 30분간 방냉한 후 시료가 담긴 용기의 무게를 0.001 g

까지 정확히 측정한다. 강열감량(%)을 구하는 식을 다음과 같다.

강열감량(%)=
건조전 시료무게 – 건조후 시료 무게*

× 100
건조전 시료무게   

     

*건조후 시료무게 = 건조후 (용기+시료) 무게 - 용기무게 

3.2.1.5 수분함량 

 퇴적물의 수분함량 분석법은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증발접시를 건조기에 넣고 110℃로 1시간 건조시킨 후 실리겔 데시케이

터 안에서 방냉하고 항량으로 무게를 정확히 측정한다. 퇴적물 시료의 

적당량을 취하여 증발접시에 담은 후 증발접시의 무게를 측정한다. 상온

에서 수분을 날려 보낸 뒤 건조기에 시료가 담긴 증발접시를 넣고   

110℃로 4시간 건조시킨 다음 실리길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하고 항량으

로 무게를 정밀히 측정한다. 수분함량(%)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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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함량(%)=
건조전 시료무게 – 건조후 시료무게 

× 100
건조전 시료무게 – 증발접시 무게

  *건조전(후) 시료무게 = 증발접시+시료 무게

3.2.2 퇴적물의 용출 특성 분석

퇴적물에서 자연적으로 용출되는 인과 질소의 용출량을 측정하기 위하

여 호기조건에서 용출실험을 실시하였다(Figure 9). 

1L 용량의 컬럼에 건조된 퇴적물 50±0.1 g을 넣고 증류수 970 ml

을 채운 후, 매일 퇴적물 바로 위의 상등수를 100 ml씩 채수하여 수질

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T-N, T-P, NO3-N, NH3-N, PO4-P의 농도

를 측정하였다. 상등수를 채수한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같은 양의 

증류수를 채워 넣었다.

Figure 9 Schematic diagram of 

releas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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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Batch test

3.3.1 기포의 특성과 운전조건에 따른 제거효율 분석

 기포의 특성 및 운전조건에 따른 퇴적물과 영양염류 제거 효율을 분

석하기 위하여 batch test를 수행하였다(Figure 10). 

Saturator를 이용하여 압력, 가압수 비율, 응집제 주입량, 기포 주입횟

수를 변경하면서 컬럼에 기포를 주입하였다(Table 1).

컬럼에 건조된 퇴적물 50±0.1 g과 증류수 약 970 ml을 넣고 15분

간 침전시킨 후, 컬럼 바닥으로부터 1cm의 위치에서 기포를 주입하였

다. 부상분리시간 5분 후에 컬럼 상층부에서 부상된 슬러지를 샘플링하

여 T-N, T-P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샘플링 후 30분 후에 컬럼에 잔류하는 퇴적물을 건조기에서 110℃로 

2시간 건조한 다음, 건조된 퇴적물의 무게를 0.001 g까지 측정하여 퇴

적물의 제거효율을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퇴적물 제거효율(%) =
Wfs (Wsb-Wsa) 

× 100
Wsb

여기서, Wfs: 부상된 슬러지의 건조중량 (g)   

             Wsb: 기포 주입 전 퇴적물의 건조중량 (g)

             Wsa: 기포 주입 후 퇴적물의 건조중량 (g)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은 기포 주입 후 부상된 슬러지의 T-N 및 

T-P(A)에 대한 기포 주입 전 건조 퇴적물의 T-N 및 T-P(B)의 비

(A/B)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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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염류 제거효율(%) =
Cfs × Ws1

× 100
Cds × Ws2

여기서, Cfs :　 부상된 슬러지의 T-N 및 T-P 농도 (mg/kg)

　　　　Cds : 기포 주입 전 퇴적물의 T-N 및 T-P 농도 (mg/kg)

        Ws1:  슬러지의 건조중량 (g)

        Ws2:  기포 주입 전 퇴적물의 건조중량 (g)

Figure 10 Schematic diagram of sediment removal 

using micro-bubble in bat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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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conditions Standard Variation

Pressure (atm) 6 3, 6

Pressurized water ratio (%) 20 10, 20, 30

Coagulant dosage (ppm) 15 0, 5, 10, 15

Number of micro-bubble 

injection
- 1,2,3,4,5,6,7,8,9,10

Table 1 Standard of experimental conditions 

3.3.2 퇴적물의 제거가 영양염류의 용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포에 의하여 입자가 제거된 퇴적물을 대상으로 자연적으로 용출되는 

질소와 인의 용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호기조건에서 용출실험을 수

행하였다. 

컬럼에 건조된 퇴적물 50±0.1 g과 증류수 약 970 ml을 넣고 15분

간 침강시킨 다음, 컬럼의 바닥으로부터 1cm의 위치에서 압력 6기압, 

가압수 20%, 응집제 주입량 15 ppm의 조건으로 기포를 주입하였다

(Figure 11-A). 부상분리시간 5분 후에 컬럼 상층부에서 부상된 슬러

지를 샘플링하여 유리 섬유 여지(GF/C)로 여과한 다음, 건조기에서 

110℃로 2시간동안 건조시킨 후 Mastersizer S로 입도를 분석하였다

(Figure 12). 

 컬럼 상층부에서 슬러지를 샘플링 한 후 24시간 후부터 매일 퇴적물 

바로 위 상등수를 100ml씩 채수하여 T-N, T-P, NO3-N, NH3-N, 

PO4-P의 농도를 측정하였다(Figure 11-B). 상등수를 채수한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같은 양의 증류수를 채워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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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nalysis of distribution of particle floated by 

micro-bubble (A) and release experiment of sediment in 

which fine particles are removed by micro-bubble (B)

Figure 12 Mastersizer S for analysis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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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및 고찰

4.1 퇴적물의 특성   

4.1.1 퇴적물 성상 및 오염 특성 

퇴적물의 입자크기에 따라 오염물질의 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

적물의 오염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입도분석은 우선되어야 한다.   

퇴적물의 입도를 분석한 결과, 점토와 실트(<0.075 mm)비율은 약 

7.7 %, 모래(0.075~4.75 mm)는 약 67.8 %, 자갈은(≥4.75 mm) 

24.5 %로 나타났다(Figure 13). 본 연구지역의 퇴적물은 모래와 자갈

의 함량이 높았으며 점토 및 실트의 함량은 낮게 나타났다. 퇴적물 내 

T-N과 T-P의 함량은 각각 2,790∼3,260 mg/kg, 261-311 mg/kg

로 나타났으며(Figure 14), 강열감량과 수분함량은 각각 4.1~9.6 %, 

32.9~53.2 %로 나타났다(Figure 15). 

Figure 13 Grain Size Distribu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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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otal concentration of nutrients in 

sediments used for the experiment

    

    

Figure 15 Ignition loss and water content in 

sediments used for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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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적물의 입자크기별 T-N과 T-P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0.075 ㎜

보다 작은 크기의 입자에서는 각각 3470, 359 mg/kg, 0.075~0.125 

㎜는 2930, 289 mg/kg, 0.125~0.150 ㎜는 2580, 273 mg/kg, 

0.15~0.25 ㎜는 2480, 232 mg/kg, 0.25~0.50 ㎜는 1580, 142 

mg/kg, 0.50~2.0 ㎜는 1980, 206 mg/kg, 2.0~4.75 ㎜는 380, 206 

mg/kg로 나타났다.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T-N과 T-P의 농도는 높아

지는 경향을 나타냈다(Figure 16). 이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

(Andrieux-Loyer et al., 2001; Selig, 2003)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

냈는데, 이는 입자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물리적 비표면적이 커지면서 흡

착되는 오염물질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6 Total concentration of nutrients and particl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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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퇴적물의 용출 특성

4.1.2.1 질소계열

호기성 조건에서 질소계열(T-N, NO3-N, NH3-N)의 용출 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ure 17). 

T-N는 초기 3.5 mg/L에서 시간에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다가 5

일차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NH3-N의 농도는 초기에 

약간 증가하였다가 16일차부터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NO3-N의 농도는 초기 0.30 mg/L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작은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호기성 조건에서 질산

화 과정에 의해 NH3-N가 NO3-N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

로 T-N의 농도는 호기성 조건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NH3-N의 

용출 농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7  Release characteristics of nitrogen 

in releas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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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인계열 

인계열 분석결과, T-P의 농도는 초기 0.10 mg/L에서 조금씩 감소하

다가 14일차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ure 18). 

PO4-P의 농도는 초기 0.03 mg/L에서 조금 감소하다가 10일차부터 서

서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컬럼 내 증류수의 pH가 높아졌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 컬럼 내 중류수의 pH는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초기 7.1에서 8.4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퇴적물에 존재

하는 CaCO3에서 CO3
2-가 생성된 다음, 컬럼 내 증류수와 반응하여 수

산화 이온이 발생함으로써 pH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식 4.1). 

 ⇔  



  ⇔ 

  

퇴적물에서 인의 용출은 pH, 용존산소, 온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SØndergaard, 2001). Koski-Vahala et al (2001)

은 pH가 인의 용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pH가 

높아질수록 퇴적물 내 인의 용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용출되는 인은 주로 NAI-P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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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Release characteristics of phosphorus in 

release experiment 

4.2 기포특성에 따른 영양염류 제거효율 분석

4.2.1 압력에 따른 영향

기포의 크기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퇴

적물과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을 분석하였다. 압력이 3 기압에서 6 기압

으로 증가함에 따라 퇴적물의 제거효율은 13.2 %에서 18.8 %로 증가

하였다(Figure 20). 이때 기포에 의해 형성된 슬러지의 두께는 각각 

0.6±0.1, 1.2±0.15 cm로 측정되었다(Figure 19). 그에 따라 T-N의 

제거효율은 14.2 %에서 20.2 %로 중가하였고, T-P의 제거효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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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에서 21.3 %로 향상되었다(Figure 21). 이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강한 난류가 발생하여 수리학적 에너지가 증가함으로써 기포와 입

자간 충돌효율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9 Sludge floated by 

micro-bubble at two pressure:

3 atm (A), 6 atm (B)

 



33

   

Figure 20 Sediment removal efficiency 

at each pressure

Figure 21 Nutrient’s removal efficiency 

at each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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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03)에 따르면 압력이 증가할수록 기포의 크기는 작아지며

(Figure 22), 기포발생량(Bubble Volume Concentration)는 증가한다

고 보고하였다(Table 2). 따라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포크기가 줄

어드는 동시에 기포 발생량도 많아짐에 따라 퇴적물 단위 입자당 충돌 

가능한 기포수가 증가되어 제거효율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22 Bubble size at various pressure (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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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atm)

Exp. 1

(㎖/㎖)

Exp. 2

(㎖/㎖)

Average

(㎖/㎖)

Model

(㎖/㎖)

2 0.03316 0.03430 0.03373 0.03718

3 0.05585 0.04935 0.05260 0.05577

4 0.06582 0.07143 0.06863 0.07436

5 0.08629 0.08289 0.08459 0.09295

6 0.09973 0.09949 0.09961 0.11154

Table 2 Comparison of experimental BVC with theorical BVC 

(modification from 박, 2003)

4.2.2 가압수 비율에 따른 영향

기포 발생량의 변화가 퇴적물과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압수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batch test를 수행하였다. 

기포에 의해 입자가 부상됨으로써, 형성되는 슬러지의 두께는 가압수 

비율 10, 20, 30 % 일 때 각각 0.8±0.1, 1.2±0.2, 1.5±0.15 cm로 

측정되었다(Figure 23).

가압수 비율이 10 %에서 30 %로 증가함에 따라 퇴적물의 제거량은 

7.5 g에서 9.9 g으로 증가하였고(Figure 24), 이때 10, 30 %의 퇴적

물의 제거효율은 각각 15.0, 19.9 %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압수 비율이 

30 % 일 때 T-N와 T-P의 제거효율은 각각 21.4, 22.6 %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Figure 25). 이는 가압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포 발생

량이 많아져서 기포와 입자간 부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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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Sludge floated by micro-bubble at various pressurized 

water ratio: 10 % (A), 20 % (B), 30 % (C) 

  

    

   

Figure 24 Sediment removal efficiency 

at various pressurized wate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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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Nutrient’s removal efficiency 

at various pressurized water ratio

4.2.3 응집제 주입량에 따른 영향

응집제(PAHCs) 주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의 기포가 퇴적물과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응집제 주입량을 

증가시켜가면서 제거효율을 분석하였다. 응집제 주입량이 0 ppm에서 

15 ppm로 증가함에 따라 퇴적물의 제거효율은 13.8  %에서 18.8 %로 

향상되었다(Figure 26). 그에 따라 퇴적물의 T-N의 제거효율은 14.8 %

에서 20.2 %로 증가하였고, T-P의 제거효율은 15.6 %에서 21.3 %로 

증가하였다(Figure 27). 이는 응집제 주입량이 많아짐에 따라 양(+)의 

기포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기포와 입자간 충돌효율을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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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Sediment removal efficiency 

at various coagulant dosage

  

Figure 27 Nutrient’s removal efficiency 

at various coagulant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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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기포 주입횟수에 따른 영향

운전조건(압력 6 atm, 가압수 비율 20 %, 응집제 주입량 15 ppm)을 

고정시킨 후 기포 주입횟수에 따른 제거효율을 분석하였다. Figure 28, 

29에서 알 수 있듯이, 기포 주입 2회까지 T-N과 T-P의 제거효율은 

높았으나, 3회부터는 제거효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주입횟수가 증가하더

라도 제거효율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기포를 3회 주입했을 때, 

T-N과 T-P의 누적제거효율은 각각 29.2, 31.3 %로 나타났다. 이는 

기포를 3회 주입했을 때 기포로 제거될 수 있는 미세입자들이 거의 다 

제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초기 반복적인 기포주입

을 통해 퇴적물 내 미세입자를 부상시켜 제거함으로써, 입자에 포함된 

영양염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28 The effect of number of micro-bubble 

injection on T-N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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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The effect of number of micro-bubble 

injection on T-P removal 

4.3 퇴적물의 제거가 영양염류 용출에 미치는 영향

4.3.1 부상되는 입자 크기

미세기포에 의해서 퇴적물 내 입자가 부상되어 컬럼 상층부에서 제거

되는 입자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압력 6기압, 가압수 비율 20%, 응집

제 주입량 15 ppm의 운전조건으로 기포를 주입하였을 때 부상되는 주

요 입자크기(누적부피 분포도 10~90 %)는 약 8.4∼86.4 ㎛로 나타났

다(Figure 30). 평균 입자크기는 약 36.1 ㎛, 입자부피 분포도의 최대

크기(peak size)는 약 49.4 ㎛로 나타났다(Figure 31). 미세기포에 의

해 부상되는 입자의 최대크기는 약 274.2 ㎛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한 

개의 입자표면에 여러 개의 기포가 부착되어 부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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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Floated particle size distribution

  Figure 31 Peak size of removed particle siz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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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ig (2003)의 연구에 따르면 40 ㎛이하의 크기를 가진 입자는 쉽

게 가수분해 가능한 인의 25 %이상을 함유하고 있으며, 미세입자에 결

합되거나 흡착되어 있는 인의 대부분은 조류성장에 이용 가능하다고 보

고하였다. 따라서 기포로 미세입자를 부상시켜 제거함으로써, 조류성장

에 영향을 끼치는 인을 함께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3.2 입자 제거에 따른 용출 농도 비교

4.3.2.1 질소계열

퇴적물 내 미세입자의 제거가 영양염류 용출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미세입자가 제거된 퇴적물의 시간별 질소계열(T-N, 

NH3-N, NO3-N)의 용출 농도를 분석하여 미세입자가 제거되지 않은 

퇴적물의 질소계열의 용출 농도와 비교하였다. 

T-N의 경우, 미세입자가 제거되지 않는 퇴적물의 1, 10, 20, 30일차 

농도는 3.52, 3.70, 3.61, 2.32 mg/L로 나타났고, 미세입자가 제거된 

퇴적물의 1, 10, 20, 30일차 농도는 2.37, 1.75, 1.24, 0.85 mg/L로 

나타났다(Figure 32). 이에 따른 1, 10, 20, 30일차 T-N 농도의 감소

율은 각각 32.8, 52.6, 65.6, 63.3 %로 나타났으며, 평균 감소율 53.6 %

이었다.   

NH3-N의 경우, 미세입자가 제거되지 않는 퇴적물의 1, 10, 20, 30

일차 농도는 1.68, 2.0, 1.85, 1.15 mg/L로 나타났고, 미세입자가 제거

된 퇴적물의 1, 10, 20, 30일차 농도는 0.68, 0.74, 0.54, 0.46 mg/L

로 나타났다(Figure 32). 이에 따른 NH3-N 농도의 감소율은 각각 

59.3, 63.1, 71.1, 60.4 %로 나타났고, 평균 감소율은 63.4 %이었다. 



43

NO3-N의 경우, 1, 10, 20, 30일차 농도 감소율은 각각 59.3, 71.1, 

33.2, 28.9 %로 나타났고, 평균 감소율은 48.1 %이었다.    

NH3-N의 농도 감소율이 T-N이나 NO3-N의 감소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NH3-N가 점토 및 실트 등의 미세입자에 많이 흡

착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며, 기포에 의해 미세입자가 제거됨에 따라 

NH3-N도 함께 제거됨으로써 용출 농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된다.

Figure 32 Comparison of nitrogen concentrations in water 

after 1, 10, 20, 30 days in releas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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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Comparison of release concentration 

of total nitrogen for 30 days 

Figure 34 Comparison of release concentration 

of ammonium-nitrogen for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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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Comparison of release concentration of 

nitrate for 30 days

4.3.2.2 인계열

인계열 분석결과, 미세입자가 제거되지 않는 퇴적물의 1, 10, 20, 30

일차 T-P의 농도는 0.10, 0.05, 0.06, 0.07 mg/L로 나타났고, 미세입

자가 제거된 퇴적물의 1, 10, 20, 30일차 T-P의 농도는 0.06, 0.03, 

0.02, 0.03 mg/L로 나타났다(Figure 36). 이에 따른 T-P의 농도 감

소율은 각각 39.9, 50.5, 64.2, 54.6 %로 나타났고, 평균 감소율은 

52.3 %이었다 . 

PO4-P의 경우, 1, 10, 20, 30일별 농도 감소율은 각각 46.6, 26, 

20, 20 %로 나타났으며, 평균 감소율은 28.2 %이었다. PO4-P의 농도 

감소는 미세기포 주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유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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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Da-peng (2010)는 부유현상(resuspension)에 의한 인

의 용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부유현상 발생 후 10일이 지난 

후 PO4-P의 용출 농도는 부유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퇴적물의 PO4-P

의 용출 농도보다 약 75 %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Figure 39). 이는 

부유현상으로 인해 퇴적물 입자가 교란됨으로써 수층의 PO4-P가 퇴적

물 입자에 흡착되어 침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36 Comparison of phosphorus concentrations in 

water after 1, 10, 20, 30 days in releas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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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Comparison of release concentration 

of total phosphorus for 30 days

     

 
Figure 38 Comparison of release concentration 

of phosphate for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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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Dissolved phosphorus concentrations 

in overlying water after 10, 20, 30 days 

(modification from Da-Pe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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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기포를 이용하여 퇴적물 표층의 미세입자를 부

상시켜 제거함으로써, 입자에 포함된 영양염류를 함께 제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지역의 퇴적물을 분석하여 오염 및 용출 특성을 파악하였

으며, 기포의 특성 및 운전조건에 따른 퇴적물과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포에 의해 제거되는 미세입자들의 크기를 

분석한 다음, 미세입자들이 제거된 퇴적물 내 영양염류의 용출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퇴적물의 특성 분석

- 퇴적물의 입자크기별 T-N과 T-P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입자크

기가 작아질수록 T-N과 T-P의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

는 입자크기가 줄어듦에 따라 비표면적이 증가하여 흡착되는 오염물질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퇴적물의 입자크기는 퇴적물 내 영

양염류의 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2. 기포의 특성 및 운전조건에 따른 퇴적물과 영양염류의 제거

효율 분석

 - 압력이 증가할수록, 가압수 비율이 높을수록, 응집제 주입량이 많

아질수록 퇴적물 제거율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퇴적물 입자에 포함된 

T-N과 T-P의 제거효율도 향상되었다. 또한 기포 주입횟수에 따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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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염류 제거효율에 대한 실험을 통해 초기 반복적인 기포주입을 통해 퇴

적물 내 미세입자를 제거함으로써, 입자에 포함된 영양염류를 효과적으

로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퇴적물의 제거가 영양염류 용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세기포에 의해 주로 미세입자들이 부상되어 제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포에 의해 미세입자가 제거된 퇴적물의 영양염류 용

출 농도를 분석한 결과, 미세입자가 제거되지 않는 퇴적물의 영양염류 

용출량보다 약 20.1∼64.3 %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포를 

이용한 퇴적물의 미세입자 제거는 영양염류의 용출 농도 감소에 큰 영향

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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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dissolved air flotation (DAF) is being applied to 

water systems  in nature to improve water quality.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about removal of algae, organic matter, 

and suspended solids using DAF. However, quality of lake can 

be decreased not only by pollutants in water but also by 

contaminated sediment. Thus, it is needed to treat both 

pollutants in water and contaminants in sediment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lake fundamentally.    

In this study, a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sediment  

remediation using micro-bubble in order to remove fine particles  

containing nutrients in the sediment. For this research, first. 

characteristics of contamination and release of sediments used 

for experiment was analyzed. And then,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the bubbles on sediment and nutrient’s 

removal efficiency were investigated at various operation 

conditions. The results of experiment were as follows.

In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sediment that has been used 

for the study, the proportion of clay and silt(<0.075 mm) was 

about 7.7 %, sand(0.075~4.75 mm) was about 67.8%, and gravel 

(≥4.75) was 24.5 %. Total nitrogen and total phosphoru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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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iment were 2,790~3,260 mg/kg, 261~313 mg/kg respectively. 

Ignition loss and water content were 4.1~9.6 %, 32.9~53.2 % 

respectively. 

In analysis of removal efficienc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 condition of micro-bubble, removal 

efficiency was the highest when operation condition is pressure 

6 atm, pressurized water ratio 30 %, and coagulant dosage 15 

ppm. At the time, the sediment removal efficiency was 19.9 %. 

Accordingly total nitrogen and total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were 21.4, 22.6 % respectively.  

The effect of micro-bubble injection number on removal 

efficiency of nutrients was analyzed base on the operation 

conditions(pressure 6 atm, pressurized water ratio 20 %, 

coagulant dosage 15 ppm).  Until the number of micro-bubble 

injection was 2 times, removal efficiency of total nitrogen and 

total phosphorus decreased sharply. However, since 3 times of 

micro-bubble injection there was little change on removal 

efficiency. Thus, it was confirmed that it is possible to 

effectively remove nutrients with fine particles in the sediment 

through the initial iterative bubble inje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as a basic material in order to derive an efficient sediment 

remediation method using micro-bubble.

Keyword: DAF, IIBG, characteristics of bubble, Sediment upper 

surface, fine particle, release characteristics of nutrients

Student Number: 2013-20914


	1. 서론
	1.1 연구배경
	1.2 연구목적

	2. 문헌 고찰 및 이론적 연구
	2.1 퇴적물의 특성
	2.1.1 퇴적물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
	2.1.2 퇴적물 내 영양염류의 존재형태
	2.1.3 퇴적물 내 영양염류의 용출 특성

	2.2 기포의 특성
	2.2.1 기포의 발생
	2.2.2 기포의 크기 및 형상
	2.2.3 기포의 체적농도
	2.2.4 기포의 제타전위

	2.3 맞춤형 기포발생장치를 이용한 퇴적물 정화방안

	3. 실험재료 및 방법
	3.1 실험재료
	3.2 퇴적물의 특성 분석
	3.2.1 퇴적물의 성상 및 오염 특성 분석
	3.2.2 퇴적물의 용출 특성 분석

	3.3 Batch test
	3.3.1 기포의 특성 및 운전조건에 따른 제거효율 분석
	3.3.2 퇴적물의 제거가 영양염류 용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퇴적물의 특성
	4.1.1 퇴적물의 성상 및 오염 특성
	4.1.2 퇴적물의 용출 특성

	4.2 기포의 특성 및 운전조건에 따른 제거효율
	4.2.1 압력에 따른 영향
	4.2.2 가압수 비율에 따른 영향
	4.2.3 응집제 주입량에 따른 영향
	4.2.4 기포 주입횟수에 따른 영향

	4.3 퇴적물의 제거가 영양염류 용출에 미치는 영향
	4.3.1 부상되는 입자크기
	4.3.2 입자 제거에 따른 용출 농도 비교


	5. 결론
	6.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