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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플록형성공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연수계의 조류 제거

를 위해 다가의 금속이온(Al3+, Fe3+)을 이용한 기포의 전위조절과 이를

이용한 수처리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제거하고자

하는 조류에 대한 특성을 조사를 하였다. 또한, 다가의 금속이온의 종류

와 주입형태가 기포의 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양의 기포 생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의 기포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의 자연수계

내 조류제거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 제거효율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포전위를 통한 조류 제거시스템의 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거실험

에 이용한 조류는 Microcystis sp.로 강산성영역에서 양의 전위를 띄나,

대부분의 pH 영역에서 음의 전하를 띈다. 입자와 기포의 충돌효율을 고

려할 때, 높은 제거효율을 가지기 위해서 기포가 양의 전하로 대전될 필

요성을 확인하였다.

자연수계의 조건에서도 양의 기포 발생이 가능한 3가의 금속이온(Al3+,

Fe3+)이 기포의 전위에 미치는 영향, 주입형태(알루미늄 전기분해, Alum,

PAHCs)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다. 알루미늄과 철 이온의 주입에 따라

전위가 양으로 대전되며 일정농도 이상의 주입에서는 전위가 더 이상 증

가하지 않았다. 또한 알루미늄의 가수분해종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 모노모성 가수분해종을 가지는 Alum과 달리 PAHCs와 알루미늄

전기분해 용출액이 각각 최대 88%, 91%의 높은 폴리머성 알루미늄 가

수분해종을 가짐을 보였다. 이를 통해 PAHCs와 알루미늄 전기분해 용

출액을 이용한 알루미늄 이온 주입이 양의 기포 생성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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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기포를 이용한 부상공정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기존의 공정들과

조류제거효율을 비교분석하였다. 제거효율은 DAF > (+) bubble >

Flocculation & Sedimentation > (-) bubble 순으로 높았다. 양의 기포를

이용한 공정은 DAF공정보다는 낮았지만 가압수의 분사시 발생하는 수

리학적 에너지만으로도 교반공정없이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는 교반 및 응집공정 수행이 어려운 자연수계의 조류 처리공정의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알루미늄 이온(Alum, PAHCs, 알루미늄 전기분해)과 철 이온(염화제1

철)을 0 ∼ 30 mg/L의 농도로 Saturator에 주입해 가압수를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반응조 안의 조류입자를 부상시킨 후 제거효율을 비교하

여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전위가 조절된 기포로 처리한 조류원수의

제거 전후의 제거효율 분석결과, 알루미늄 전기분해> PAHCs> 염화제1

철> Alum 순으로 높은 효율을 보였다. 알루미늄 전기분해는 15

mg-Al/L농도에서 90.89%로 최적의 효율을 보여주었다. 알루미늄이나

철의 주입농도나 형태에 관계없이 음의 기포를 이용한 제거효율인

25.12%보다 월등히 높은 효율을 보였다. 이는 양의 기포를 이용하여 플

록형성 공정 없이도 자연수계에서의 조류처리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전기분해를 이용한 양의 기포를 발생방법은 수계에 2차 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운전조건의 최적화를 통하여 제거효율의 향상도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포의 전위조절을 통해 자연수계 내 조류제거를 효

율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Positively charged bubble, DAF, 알루미늄 전기분해, 자연수

계, 조류, 알루미늄, 철

학 번: 2011-2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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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상승과 인간 및 산업활동은 자연수계의 호소들에

부영양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수계에 조류발생이 더욱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임영성 등 2000). 녹조 현상은 상수원의 수질을 악

화시킬 뿐 아니라, 기존의 정수처리공정의 효율저하를 야기한다. 또한,

조류의 독소 및 불쾌한 냄새 등에 의한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Reynolds 1984).

여러 피해를 야기하는 녹조현상 및 적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침전의

원리를 이용한 황토살포법, 약품침전법이 주로 이용된다. 하지만, 조류는

저밀도 부유물질로서 침전보다는 부상공정을 통한 제거가 더 큰 효율을

가진다. 또한 침전공정과 비교할 때, 침전에 따른 2차 오염물 발생을 방

지하고 더 적은 량의 화학약품이 사용되는 장점을 가진다.

부상공정은 저비용 저에너지 입자분리공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Han,

2004). 부상공정은 수중이 입자물질과 기포를 결합하여 분리하는 기술이

기 때문에, 조류를 수계에서 제거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상법은 DAF(Dissolved Air Flotation)과

DIF(Dispersed Air Flotation)이 있는데, DAF에서는 압력차이를 이용하

여 기포를 발생시키고, DIF에서는 임펠러를 이용하여 기포를 발생시킨

다. 하지만 자연수계에서는 임펠러를 운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DAF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DAF공정은 높은 압력으로 공기를 물에 충분히 용해시킨 후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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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하는 미세기포와 수중의 부유입자를 부착시켜 부력으로 제거하는

공정이다. DAF 공정에서 플록과 기포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부착작용은

공정의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다.

입자-기포간의 충돌이 부착으로 이어지는 확률을 나타내는 기포와 입

자의 충돌효율 모델링에 따르면(Han, 2001), 충돌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기포와 입자의 크기, 전위 등이 있다. 특히, 부상공정에서 기포

와 입자의 충돌효율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인자는 기포와 입자의

제타전위로 알려져 있다(Han, 2002). 기포와 입자는 자연상태에서 모두

음의 전하를 띈다. 충돌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포와 입자가 상반된

전위를 띄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DAF와 같은 수처리에 이용하기 위한

기포의 전위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Edzwald,

2010).

대부분 음의 전하를 띄는 수중의 입자와의 충돌효율을 높이기 위해 양

의 기포의 생성을 필요로 한다. 표면의 기포가 양으로 대전된 기포의 생

성은 여러 보고서(Li et al., 1992; Malley et al., 1995)에서 다뤄졌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Han et al.(2006)의 연구에 따르

면, Al3+, Mg2+와 같은 금속이온이 첨가된 수용액에서 EF(electro

flotation)로 기포를 발생시킬 때, 제한된 pH 영역에서 금속염에 의한 수

산화 침전물(hydroxide precipitate)의 계면침전과 이온형태의 수산화착물

(hydroxylated species)의 화학적 흡착 등에 의한 복합적 기작에 의해 기

포의 표면전위가 양으로 대전된다. 특히, 3가 금속이온인 알루미늄은 자

연수계의 pH범위에서 양의 기포 생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 방법에 의한

양의 기포 생성은 수용액에 금속이온을 첨가하기 때문에 EF(Electro

Flotation)에서 발생시킨 기포뿐만 아니라 수용액내 입자의 전위까지 대

전되는 한계가 있다. Henderson et al.(2008)는 DAF에 surfactants를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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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써 기포의 전위를 조정하고 이를 통한 조류제거 효율향상결과를

통해 양의 기포 생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도 했다.

DAF공정은 응집제주입과 플록형성공정을 통해 입자의 전위를 양으로

바꾼다. 이는 화학응집제 사용에 따른 2차오염의 문제, 자연수계내 플록

형성을 위한 교반불가 등의 한계를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Inline Injection Bubble Generator(IIBG)는 응집제를 함유한 가압수를

수중에 분사시키는 기포발생장치다(김, 2009). 응집제를 이미 함유한 가

압수를 분사함으로 원수에 직접 응집제를 가해 제거할 때보다 더 적은

량의 응집제를 사용한다. 또한, 가압수가 수중에 분사될 때 생기는 수리

학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포와 입자를 교반함으로써 플록형성공정 생략

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수계내 입자의 전위가 아닌 발생되는 기포의

전위를 바꾸기 때문에 자연수계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Kwon(2010)의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응집제를 주입한 IIBG를 통한 양

의 기포생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전기분해를 통해 용출된 알루

미늄 이온을 이용한 IBG-E(Inline Bubble Generator –Electrolysis)는

화학응집제(Alum, PAHCs)를 이용한 DAF(Dissolved Air Flotation) 공

정보다 부유성 입자를 제거하는데 더 효율적이라 보고된바 있다. 따라서

응집 및 플록형성공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연수계에서 기포의 전위조절

을 통해 발생시킨 양의 기포를 이용하면 음의 전위를 띄는 조류제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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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포의 전위조절을 통해 발생시킨 양의 기포를 이용

하여 자연수계 내의 조류입자를 제거하는 것으로써 자연수계의 조류제어

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 조류의 특성조사

(2) 자연수계에 적용가능한 양의 기포발생을 위한 기포의 전위측정 및

조절

자연수계의 조건에서도 양의 기포 발생이 가능한 3가의 금속이온(Al3+,

Fe3+)이 기포의 전위에 미치는 영향, 응집제(알루미늄 전기분해, Alum,

PAHCs)의 종류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여 양의 기포 발생방법을 평가한

다.

(3) 양의 기포 발생을 통한 부상공정의 적용성 평가

다른 수처리 공정과의 비교를 통해 양의 기포의 적용성을 평가한다.

(4) 양의 기포를 이용한 조류제거효율 평가

다양한 실험조건(금속이온의 종류, 응집제의 종류, 주입량)에서 조류제

거효율을 알아보고 최적의 조건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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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

2.1 부상공정에서 기포와 입자의 관계

Han(1992)은 수리동력학적 작용력과 입자 상호작용력의 영향을 포함

하여 브라운운동, 유체전단, 속도차침전등의 3가지 입자의 충돌 메커니즘

에 대한 두 입자 사이의 충돌효율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정전기력 반발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두 입자가 서로 비슷한 크기에

서 충돌이 가장 잘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용존공기부상법

(DAF)에 적용한 모델링은 속도차침전에서 사용한 충돌개념인 충돌효율

계수를 바탕으로 한 궤적분석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기포-

입자-용액시스템에서 기포 및 입자의 크기와 제타전위 및 입자밀도와

용액의 이온화강도와 같은 주요인자들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DAF의 충

돌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기포와 입자의 정전기적 성

질로서, 기포와 입자크기에 따른 충돌효율은 기포와 입자의 제타전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하였다.

Figure 2.1 Collision efficiency according to the sizes of the particles

and bub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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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a) 는 기포와 입자의 제타전위가 같은 부호를 가질 때 기포

와 입자크기에 상관없이 충돌이 없음을 나타낸다. Figure 2.1(b) 는 입자

의 제타전위가 등전위점에 가까워 질 때 충돌이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

다. 기포와 입자의 크기가 비슷할 때 또는 기포와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

수록 충돌효율은 증가한다. Figure 2.1(c) 는 기포와 입자의 제타전위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는 경우이며 위의 3가지 조건 중 가장 높은 충돌

효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상공정에서 기포와 입자의 충돌효율을 높이

기 위해서는 입자와 기포의 제타전위가 서로 반대를 띄며, 입자와 기포

의 크기가 작고 비슷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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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포 전위의 정의 및 제어기법

2.2.1 표면전위와 그 중요성(Hunter, 1981)

두 개의 서로 다른 상(phase)이 접촉했을 때, 대개는 그 두상 사이에

전위(potential)의 차이가 생긴다. 만일 한 쪽의 상이 물과 같은 극성용액

이라면 2극성(dipolar)인 분자는 접촉면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며

이러한 현상이 전위차를 발생시킨다. 또 용액 내에 이온들이 존재하거나

한쪽 또는 양쪽 상에 과잉전자가 존재하거나 이온화그룹이 있다면, 전하

들이 접촉면에서 불규칙하게 분포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론은 자

연현상의 많은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이

며 특히, 콜로이드화학, 전기화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기역학, 전

기촉매, 부식흡수, 결정성상, 콜로이드의 안정성과 유체거동(다공성 매체

를 통과하는 콜로이드성 부유물과 전해질 등)과 같은 현상은 접촉영역의

쌍극자(dipole)와 전하의 분포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만일 하나의 상이 양전하로 대전되었다면 이 상의 정전기적 전위는 다

른 하나의 상의 전체 전위에 대하여 양이 될 것이다. 만일 두 번째 상이

이온들로 존재하는 액체라면 이온들이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전위가 첫

번째 상의 표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전체 용액의 전위로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체 용액의 전위를 0으로 본다.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함은 전해질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물에서는 5 ∼ 200 ㎛ 정도로 본다. 이렇게 발생되는 첫 번째 상에서 표

면의 전하와 두 번째 상의 전하의 배열을 일반적으로 계면에서의 ‘전기

적 이중층(electrical double layer)’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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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면전위는 상수처리에서 입자와 콜로이드의 제거에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응집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중의 제거의 대

상이 되는 입자는 일반적으로 음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정전기적인 반발

력으로 인해 서로 부착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 응집과정은

바로 이러한 표면전하를 제거하여 입자의 불안정화를 통해 충돌이나 부

착을 유도하여 빠르게 침전할 수 있는 큰 입자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따

라서 상수처리에서 입자의 표면전위와 그 거동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있다. 상수처리에서 입자의 전기적 이중층의 모델로 널리 쓰이는

모델은 Gouy-Champman 모델이며 입자간의 정전기적 반발력은 DLVO

이론으로 설명된다. 콜로이드 입자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입자의 전기

적 전하량에 따라 그 성질이 결정된다.

이온과 양극성 분자들의 흡착은 이러한 전하량과 전위분포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한다. 전위 분포에 따라 입자들은 상호간 에너지가 변화되므

로 이들의 안정성과 흐름의 형태가 달라진다. 따라서 제타전위의 파악은

콜로이드 입자의 거동분석에 주요한 요인으로써 응집이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은 입자계면의 전

기적인 효과로 인하여 전기영동(electrophoresis), 전기삼투현상

(electro-osmosis), 유동전위(streaming potential), 침강전위(sedimentation

potential) 등 네 가지 독특한 현상이 발생된다. 제타전위 측정시 고려가

필요한 전기영동현상과 전기삼투현상에 한하여 알아보면, 전기영동현상

은 액체 또는 고체입자로서 떠있는 상을 지닌 액체나 기체로 한 상이 구

성되어 있다면 장치 내에 전기장을 걸어줌으로써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

도록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 삼투현상은 수중의 입자가

정지상태에 있을 때 액체는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극에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액체 내의 전기장으로 전하가 영향을 받아 입자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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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에서 움직이면서 액체를 끌어당긴다. 액체의 속도를 측정하거나 단

위전류의 흐름당 이동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함으로써 순수한 표면정하

또는 이웃하는 벽면의 electrical potential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표면전위(Figure 2.2)는 부상공정에서의 입자와 기포에 모두 존

재하며 이들의 전위는 입자와 기포의 충돌과 부착에 영향을 미친다. 따

라서 부상공정에서 입자와 기포의 충돌이나 부착과정의 영향인자로 입자

와 기포의 표면전위를 측정하고 이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Figure 2.2 The diffuse double layer and the location of the zeta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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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타전위의 정의(Hunter, 1981)

입자와 콜로이드의 표면전위나 전하는 상수처리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연구와 운전에서 그 측정이 필요하다. 입자의 표면전위의 측정을 위해서

는 입자의 전기동역학적(electrokinetic)현상을 이용하게 된다. 만일 입자

가 수중에서 움직이게 되면 여러 가지 전기동역학적 현상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입자의 표면전위의 측정에 사용되는 두 가지는 전기영동과 침강

전위이다.

입자가 액체나 기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고체나 액체 부유입자라면 액

체가 기체에 전기장이 걸리게 되면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전기영동이라

한다. 이때 알고 있는 외부전기장에서의 입자의 이동속도를 측정함으로

써 전체 용액이나 기체에 대한 입자의 전하량이나 표면전위를 구할 수

있다.

침강전위는 대전된 입자가 중력이나 부상력 또는 원심력에 의해 유체

안에서 침전하거나 부상하게 되면 유체의 양끝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

는 것을 뜻한다. 용액 내의 각각의 입자들은 반대전하의 이온으로 둘러

싸여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입자가 이동하면서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

변의 전하들을 남겨두고 다시 새로운 전하를 계속 끌어드리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입자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음전하를

띈 입자가 진행 방향으로 음의 전기장을 형성하며 이동하면 이에 따라

양이온의 역방향 흐름이 형성되어 정적인 상태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기동역학적 방법에는 반드시 입자에 대한 유체의

움직임을 고려해야 한다. 입자 주변의 유체는 입자표면과의 전단력으로

인해 주변 전체의 유속과 다른 유속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

화하기 위해 입자의 표면 가까이에 전단면이라는 가상의 표면을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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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 내부에서는 유체가 입자에 대해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

한 가정에 따라서 전기동역학적으로 측정되는 표면전위는 전단면 내에서

의 총 전위가 되며 이는 전단면에서는 평균적인 전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전기동역학적 전위 혹은 ζ(zeta)를 사용하여 제타전위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전기동역학적인 측정에 의해서는 항상 제타전위만을 측정할 수

있다.

2.2.3. 기포 제타전위 제어의 필요성

자연수계에 존재하는 조류는 크기 및 형태가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

의 조류는 음의 전하를 띄며, 조류의 크기가 클수록 제타전위의 절대값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Figure 2.3). 기포의 전위를 관찰한 기존의 연구

들을 살펴보면, 실험방법에 따라 기포전위의 범위는 상이하지만, pH의

전 범위에서 대부분 음의 전하를 띔을 알 수 있다(Figur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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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Particle size and zeta potential on Microcystis

aeruginosa (Taki et al., 2004)

Figure 2.4 Zeta potential of bubble (Dockko, 1997)

Figure 2.5 는 입자와 기포의 전위가 입자 제거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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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기포와 입자의 제타전위가 모두 양이거나

음일 경우, 제거효율은 낮다. 입자나 기포 둘 중 하나가 양 또는 음의 전

하를 띄는 경우(입자와 기포의 전위가 상반된 경우), 제거효율이 높아짐

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포와 입자의 전위가 등전점의 범위에 있는 경우,

가장 좋은 제거효율을 가짐을 알 수 있다.(Han et al., 2006)

Figure 2.5 Effect of zeta potential of bubbles and particles on

removal efficiency in the absence of flocculation (average size

of unflocculated kaolin: 0.1㎛<)

수중의 조류와 입자 및 기포는 일반적으로 음의 전하를 띠므로 충돌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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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자나 기포의 전하를 바꿔야한다. 입자의 전하변

화는 화학물질의 첨가를 통해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수계에 해

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음의 전하를 가진 입자와

충돌효율을 높이기 위해 양의 전하를 띤 기포를 만들어야 한다.

2.2.4. 기포의 제타전위 제어 메커니즘

자연수계에 존재하는 금속이온이 기포의 제타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Dockko and Han(2004) 및 Han(2006)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수용액

에 따른 기포의 제타전위를 측정하기 위해 5가지 종류(Na+, K+, Mg2+,

Ca2+, Al3+)의 금속이온을 선택하여 실험한 결과(Figure 2.6)를 살펴보면,

기포의 전위가 이온의 원자가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1가 이온

Na+와 K+의 경우, pH의 전 범위에서 기포는 음전하를 띄며, pH값이 증

가할수록 기포의 전위는 낮아진다. Ca2+, Mg2+와 같은 2가 이온의 경우,

Ca 수용액의 경우, 기포가 음의 전하를 띄나, Mg 수용액의 경우 또한

기포는 음의 전하를 띄나, 10-2mol l-1농도, pH 9이상에서 기포전위가 역

전하여 양의 전하를 띈다. Al3+ 수용액의 경우, 기포의 전위가 pH 8.2의

범위 안에서 양의 전하를 띄며 최대 +30 mV의 전위를 가진다. 이를 통

해 3가의 알루미늄이온이 1가 또는 2가 이온에 비해 기포의 전기역학적

운동에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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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Zeta potential of bubbles in various metal solution(Dockko

and Han, 2004)

AlCl3 용액의 농도와 pH에 따른 기포의 제타전위를 Figure 2.7 을 통

해 살펴보면, 10-2M 과 10-3 M AlCl3 용액에서 pH영역에 있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기포의 전하역전을 확인할 수 있다. 10-4M AlCl3 용액에

서 기포의 제타전위의 경우 pH 3～7 영역에서 전하가 역전되었다. 또한

10-3M AlCl3에서와 같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포의 전하역전은 중성

영역 (pH 8.2)에서도 일어났으며, 전하가 역전된 기포의 최대의 제타전

위는 각각 +30 mV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Al3+와 가수분해 생성물

과 기포의 제타전위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농도에 따른 금속이온

의 화학종분포도(Figure 2.8)를 보면 pH가 증가함에 따라 Al3+,

Al(OH)3(s), Al(OH)
4-이 주된 화학종임을 알 수 있다. Al3+가 지배적인 화

학종임을 나타내는 pH영역(산성영역)에서는 10-4M AlCl3 이상의 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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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포의 전하역전을 보이며, 이 현상은 Al3+과 같은 이온형태의 수산화

물이 계면에 흡착되는 기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Li and

Somasundaran, 1992). AlCl3용액 내의 기포는 양전하를 띠며 10-3M

AlCl3용액과 같이 고농도로 향할수록 기포의 제타전위의 절대값이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의 양으로 대전된 기포는 Al 수산

화침전물 및 수산화착물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ure 2.7 Zeta potential of bubbles and particles in AlCl3 solution

(H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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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Aluminium species distribution as a function of pH(Han,

2006)

위의 연구들은 부상공정에서 양의 전하를 띈 기포가 발생되기 위해서

는 2가 이온보다는 3가 이온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마

그네슘이온을 이용하여 양의 기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강알칼리 수용

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이온을 이용한 양의 기포발생이 더 유용

하다고 판단된다. 알루미늄이온을 이용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수산화물의

계면침전과 이온형태의 수산화착물의 화학적 흡착 등의 복합적 기작에

의해 기포의 제타전위가 영향을 받으며, 이를 이용하여 양의 기포를 발

생시킬 수 있다(Figure 2.9).



- 18 -

Figure 2.9 Possible mechanism of positively charged bubble

generation (Han et al, 2006)

다양한 금속이온용액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상공정에서 기포의

전위를 선택적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수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금

속이온을 이용하여 양의 기포를 발생하게 되면 부산물에 대한 위험도도

줄일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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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맞춤형 기포발생장치(Inline Injection

Bubble Generator, IIBG)의 개발 및 수처리공

정의 적용(김용하, 2009)

IIBG(Inline Injection Bubble Generator)란 응집제가 함유된 물을 가압

한 후 수중으로 유출시키는 기포발생장치다(Figure 2.10). 물과 응집제,

그리고 공기가 동시에 기포발생장치로 유입되며 펌프안의 임펠러에서 균

일하게 분산되고 높은 압력에 의하여 압축된다. 이러한 물질들이 노즐을

통하여 수중으로 유출되면 가압수의 분사, 응집제 주입, 기포발생이 동시

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IIBG는 기존의 응집 및 플록형성공정을 적

용할 수 없던 깊은 수환경에서 저에너지 DAF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Figure 2.10 Schematic diagram of Inline Injection Bubble Generator

(II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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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혼화를 이용하는 방법과 Inline 응집제 주입 및 가압수의 주입을

동시에 수행한 방법(IIBG)을 비교한 결과(Figure 2.11)에서 두 방법 모두

80% 이상의 입자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추가적인 외부에너지의

공급없이 가압수분사와 기포에 의한 난류만으로도 제거효율은 상대적으

로 낮지만, 급속혼화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운전조건인 회수율에는 큰 영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11 Performances of IIBG as diffusion mixing

가압수 주입에서 발생하는 수리학적 에너지로 제거에 유리한 수리학적

플록을 형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플록형성공정을 적용한 경우

와 플록형성공정을 생략한 IIBG만을 이용한 경우를 비교하였다(Figure

2.12). Batch test의 결과 플록형성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적정 응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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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주입한다면 90%이상의 제거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atm의 압력에서 가압수가 분사될 때 발생되는 수리학적 에너지에

의해 입자-입자 또는 기포-기포의 혼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2.12 Relationship between alum does and removal

efficiency in conventional and without floc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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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조건 및 방법

3.1 조류준비 및 특성실험

실험에는 호소 부영양화의 지표인 남조류의 대표종, Microcystis Sp.가

사용되었다. Microcystis Sp.(Sampling Geumgang, river, surface water)

는 한국해양미세조류은행(Korea Marine Microalgae Culture Bank)으로

부터 분양받아, CB배지(NO3-N : 21.6 mg/L, PO4-P : max. 8.0

mg/L)(Table 3.1)에서 20 ℃, L : D = 10 : 14, 2000 lx, 0 psu 의 조건

으로 배양하였다. pH는 6.16 ∼ 7.15, Do는 5.79 ∼ 8.76 ppm였다.

배양된 조류는 Video Microscope System(Sometech, Korea)을 이용하

여 1200배율로 촬영하고, 촬영된 이미지분석을 통해 크기 및 형상을 분

석하였다. 또한, pH 2 ∼ 12 범위에서의 조류 제타전위를 Zeta

phoremeterII(Sephy, Franc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조류의 pH는

NaOH 0.1 M, HCl 0.1 M을 이용하여 조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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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3)2․4H2O 150mg

KNO3 100mg

MgSO4․7H2O 40mg

β-Na2 glycerophosphate 50mg

Vitamin B1 10μg

Vitamin B12 0.1μg

Biotin 0.1μg

HCl-thiamine 10μg

PⅣ Metals 3mL

Bicine 500mg

Distilled water to 997mL

PⅣ Metals

FeCl3․6H2O 196mg

MnCl2․4H2O 36mg

ZnSO4․7H2O 22mg

CoCl2․6H2O 4mg

Na2MoO4․2H2O 2.5mg

Na2EDTA․2H2O 1000mg

Distilled water to 1000mL

Table 3.1 Composition of CB medium (Watanabe and Satak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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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포의 제타전위 측정

이제까지 알려진 미세기포의 제타전위 측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spinning cylinder를 이용한 방법(McTaggart et al., 1922;

Alty et al., 1924), Dorn effect를 이용한 dorn potential 또는 streaming

current method (Usui and Sasaki, 1978), 전기영동법 (Collins et al.,

1978; Okada et al., 1987; Kubota et al., 1993)이 있다. 이 중에서도 전

기영동방법이 미세기포의 제타전위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되어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있다 (Dockko et al., 1998). 본 연구에서

는 미세전기영동법 (micro electrophoresis)연구를 개선하여 Figure 3.1

과 같은 장치를 제작하였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computational

image analysis를 통해 측정의 정확성과 용이성을 개선하였다.

Figure 3.1 Schematic diagram of EPM equipment set up



- 25 -

3.2.1 측정장치의 구성

Electrophoresis Measurement(EPM) 장치는 기능적으로 전기영동시스

템, 현미경시스템, 이미지분석 시스템으로 나뉜다.

전기영동시스템은 Figure 3.2 와 같은 전기영동셀(electrophoresis cell)

과 DC constant-Voltage power supply로 구성된다. 전기영동셀(Inside

dimension; L65 × H15 × W10 mm)은 0.7 mm의 글라스와 아크릴로 만

들었다. 셀의 윗면의 양모서리에는 0.5 mm의 구멍을 두 개 내고, Ø 0.5

mm의 백금선을 평행하게 위치시킨다. 백금선에는 전류와 전압 디지털미

터가 부착된 DC constant-Voltage power supply를 연결하여 일정한 전

기장을 부여한다. 셀의 아래와 위쪽에는 Ø 1 mm의 구멍을 뚫고 튜브와

연결시켜 발생된 기포를 주입할 수 있도록 한다.

Figure 3.2 Schematic diagram of electrophoresis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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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시스템은 광학현미경(Nickon optiphot)에 CCD 카메라(Artcam

150III, Sometech)를 연결하고 수평으로 누여 설치하여 부상되는 기포를

따라가며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지분석 시스템은 컴퓨터와 모니터,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로 구

성된다. CCD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화면은 이미지분석 소프트웨어

(i-solution 5.0, Sometech)를 통해 Computational image analysis가 이뤄

져 1/1000초 단위까지 자동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3.2.2. 측정과정

측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먼저, 정지면의 결정이다. 측정에

서 가장 주의할 점은 현미경의 초점을 정지면(stationary layer)에 두는

것이다. 전기영동셀의 폭이 좁기 때문에 전기적삼투현상이 발생하고, 이

영향이 없는 정지면에서 관찰할 때 순수한 전기영동속도를 얻을 수 있

다. 정지면은 y=±h/√3(Hunter, 1981)으로 계산한다(Figure 3.3). 여기서

y는 폭의 중심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h는 셀 벽면까지의 거리다.

Figure 3.3 Calculation of the stationary layer by Hunter(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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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컬럼에 발생시킨 기포를 유량펌프를

이용하여 전기영동셀의 하단부로 주입시킨다. 위아래의 관의 밸브를 잠

그면 와류가 사라지고 미세기포가 셀 중앙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상승

하게 된다. 이때 셀의 양쪽에 위치한 백금선에 직류전압을 걸어주면 기

포는 자신의 표면전하에 반대되는 전극 방향으로 수평이동하며 상승한

다. 이와 같이 이동하는 미세기포를 추적하여 CCD 카메라로 촬영한다.

Image Analysis Software을 이용한 computational analysis를 통해

1/1000초 단위까지 화면을 분석하여 수평이동변위를 측정한다. 제타전위

는 측정된 수평이동변위로 수평변위속도를 구하고 이를 Smoluchowski

식 (1) 에 대입하여 계산한다.

 


(1)

Here, ζ: Zeta potential (V)

μ: Viscosity (0.89×10-3 kg m-1 s-1) at 25℃

ε0: the permittivity of a vacuum

εr: the relative permittivity

i: electric current (A)

λ0 :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solution

A: cross-sectional area of the cell

Ve: velocity

위와 같은 과정을 같은 전해질 농도와 온도조건에서 10회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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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양의 기포 발생방법들의 평가

본 실험에서는 앞선 IIBG(Inline Injection Bubble Generator)방법을 변

형하여 Figure 3.4 와 같은 장치를 구성하였다. IIBG(Inline Injection

Bubble Generator)의 경우 응집제를 가한 용액을 펌프의 임펠러를 이용

하여 가압하여 기포를 발생시키지만, 본 실험에서는 사용된 Batch

system은 DAF(Dissolved Air Flotation)의 saturator에 준비된 금속이온

용액 또는 응집제를 첨가하여 compressor로 가압한 후 기포를 발생하게

된다.

Figure 3.4 Schematic diagram of batch system of DAF(Dissolved

Air Flotation) with metal io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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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Conditions Note

Coagulant type
Aluminum electrolysis dilution

Ferric chloride FeCl3·6H2O

Coagulant

Concentrations
0, 5, 10, 15, 30 mg/L

pH 7±0.5
pH meter

(YSI 58 model)

Temperature 20±1℃
pH meter

(YSI 58 model)

Table 3.2 Experimental conditions of generation of positively charged

bubble for measurement of zeta potential

Dissolved air flotation system with metal ion solution은 1L 부피의

saturator, air compressor, 지름 5 cm x 높이 50 cm의 컬럼으로 이뤄진

다. 컬럼에 pH 7로 조절된 1.0 mM의 NaCl의 수용액을 1L 준비하고,

pH는 NaOH 0.1 M, HCl 0.1 M을 이용하여 조절되었다. Table 3.2 와

같은 조건으로 금속이온용액을 준비하여 saturator에 채운다. 모든 조제

수의 온도는 20±1 ℃로 일정하게 하였다. Air compressor로 공기를 주입

하여 Saturator안의 용액을 가압하고 Table 3.3 의 운전조건으로 기포를

발생시켰다. 이때 발생시킨 20 ∼ 40 ㎛크기의 기포를 EPM 측정장치

(Figure 3.1)로 3.2.2에 설명된 과정을 통해 제타전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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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Conditions

Pressure 6 atm

Recycle ratio 30%

Separation time 3 min.

Table 3.3 Operational conditions of generation of bubble for

measurement of zeta potential

알루미늄 전기분해

본 실험을 위한 알루미늄 전기분해 용출액은 Figure 3.5 와 같은 실험

장치를 통해 얻어졌다. 알루미늄 극판을 이용한 전기분해의 기본적인 원

리는 다음과 같다(Vasudevan et al., 2008 ; Gao et al., 2010).

Anode:

→ 

→

In solution:

  ↔

Cathode:

→ 

이러한 전기분해를 통해 얻은 용출액 (또는 Electro Coagulant)는 다

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1) 기존의 화학응집제와 달리 SO4
2-, Cl2- 같은

음이온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응집제가 전기적 산화에 의해 높

은 효율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응집제보다 적은 주입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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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넓은 pH의 범위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별도의 pH 적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Figure 3.5 Experiment set up of Aluminium electrolysis

알루미늄 전기분해 실험세트는 7.3 cm × 4 cm × 0.5 cm

(Length×Width×Thickness) 크기의 알루미늄 전극, 지름 20cm x 높이

50 cm의 컬럼, DC power supply (SEJIN 30V 3A, Korea)로 구성된다.

NaCl 1.0 mM 수용액에 알루미늄 전극 4개를 0.5 cm간격으로 배치하여

DC power supply를 constant-current mode로 운전한다(Table 3.4).

Current Distance   Number Time

1.2 ± 0.1 A 0.5cm 4 0~ 268s

Table 3.4 Experimental conditions for electrolysis of aluminum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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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알루미늄의 용출농도는 전류공급시간 (0 ∼ 268s)로 조절하고

Feraday’s law (2)를 이용해 계산된다(Mollah et al., 2004).

 


(2)

Here, w: the quantity fo electrode material dissolved(g/ M cm-2)

i: current density(A cm-2)

t: time(sec)

n: the number of electron in oxidation/reduction reaction

F: the Faraday’s constant(96,500 C mol-1)

전기분해 반응에서 용출된 알루미늄의 양은 반응시간과 전류밀도에 비

례하며 화학약품 주입량과 동일한 양의 알루미늄이온을 전류밀도, 반응

시간과 같은 운전조건들을 통해 극판으로부터 용출시킬 수 있다.

3.2.4 가수분해종 분석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재료와 기구들을 Table 3.4 에 나타내었다. 각 알

루미늄 형태별 수중에 주입된 후의 가수분해종을 조사하기 위하여 착화

합제와의 반응률을 기초로 한 Ferron 분석법(Parker and Bertsch, 1992;

김지연 외, 2004; 송유경 외. 2006)을 통하여 특성실험을 실시하였다. 가

수분해종 특성실험에 사용된 폐론시약제조는 다음과 같다. Ferron 혼합

시약[1.58mmol L-1 ferron; 0.28 mmol L-1 o-phenanthroline; 0.95 mol

L-1 sodium acetate; 0.32 mol L-l; NH2OH·HCl; 0.11 mol L
-1 HCl; with

a final pH of 5.2-5.4]의 안정을 위해 조제 후 5∼7일동안 숙성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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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가수분해종 분석을 위해 발색시양에 적정양의 시료를 주입하

여 반응시킨 후, 1 cm 석영 cell을 사용하여 36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이때 ferron 농도가 시료내의 Al 농도의 50배 이상이 되도록 하

였으며, 측정된 흡광도의 증가값을 통해 알루미늄 가수분해 종의 분율을

계산하였다. 알루미늄 가수분해종 분석을 위한 알루미늄 표준용액을 모

노머성 알루미늄 성분만을 포함하게 만들어 시료의 적정 농도범위에 맞

게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알루미늄과 ferron사이의 반응관계는 아

래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Here, Ala: 모노머성 알루미늄

Al0b: 0시간에 용액내에 존재하는 폴리머성 알루미늄

Alt: t시간에 ferron과 반응하는 알루미늄

k: 폴리머성 알루미늄 종의 1차반응속도 상수

Parameters Conditions Note

Coagulant type

Aluminum electrolysis dilution

Alum(Aluminum Sulfate) Al2(SO4)3·18H2O

PAHCs (Poly Aluminum

Hydroxy Chloro Sulfate)

Al2O3 10.5%, 삼구

Chemical Co., Korea

Coagulant

Concentrations
5, 10, 15, 30 mg/L

UV
363 nm, frequency of 10

readings min-1

Biochrom Ltd.

LibraS60PC

Table 3.5 Experimental conditions for analysis of Al(III) hydrolysis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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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Algae removal using various water treatment processes

3.3 Batch test

3.3.1 양의 기포의 적용성 평가

IIBG(Inline Injection Bubble Generator)는 급속혼화 및 플록형성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알루미늄의 Inline 주입과 가압수 분사로 오염물질을

부상시키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앞 장에 설명되어 있

다. 이때 발생하는 양의 기포를 이용한 부상공정의 자연수계 조류제어를

위한 수처리 공정으로서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정(응집

침전공정, DAF), 음의 기포공정과 함께 조류제거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각의 공정에 대한 운전조건은 Fig 3.6 과 같다.

실험에는 배양된 남조류 Microcystis sp.와 증류수로 제조된 1.49 ×

108 ± 7.3 ×106 Cells/L, 초기 pH 6.7의 원수를 이용하였다. 2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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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L 범위의 Jar test를 통해 얻은 최적응집제량 15 mg/L의 Sulfate

Aluminum (Al2(SO4)3∙18H2O)을 각각 주입하였다. 조류제거효율은 공정

전·후에 바닥에서 5 cm 떨어진 sample tap에서 샘플한 물의 클로로필 a

를 EPA Standard method 10200B에 따라 UV Spectrometer (Biochrom

Ltd. LibraS60PC, USA)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3.3.2 조류제거 효율평가

DAF(Dissolved Air Flotation) with metal ion solution를 이용한 조류

제거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는 자연수계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현장에

서 조류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조류원수는 배양된 조류를 이용하여 1.9 × 108 ± 7.6 × 106 Cells/L의 범

위에서 제조되었다. Figure 3.7 과 같은 Batch system을 이용하여 조류

원수로부터 조류를 제거하였다. 제거실험은 회분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운

전조건 및 실험조건은 Table 3.6 과 같다.

제거효율은 공정 전∙후에 바닥에서 5 cm 떨어진 sample tap에서 샘

플하여 두 가지의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하나는 Chlorophyll-a 측정방법

이다. 조류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 EPA

Standard method 중 흡광도법에 따라 UV Spectrometer (Biochrom Ltd.

LibraS60PC)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다른 하나는 Sadgwick-Rafter

chember를 이용한 조류계수방법으로, 제거 전·후의 조류 셀을 현미경

(Vedio Microscope System, SOMETECH)으로 계수하는 방법을 이용하

였다(Henderson et al., 2008). 조류의 제거효율은 두 방법으로 측정된 값

들을 아래의 식 (4)에 대입하여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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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100 - (Ct / C0) × 100 (4)

C0: Initial chlorophyll a(mg/m
3)or initial cell density(cells/L)

Ct: Final chlorophyll-a or cell density in the broth after removal

이를 통해 다양한 응집제를 주입한 DAF로 발생시킨 양의 기포가 조

류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Figure 3.7 Schematic diagram of batch test for algae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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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conditions Standard

Initial cell density 1.9 × 108 ± 7.6 × 106 Cells/L

Algae Microcystis sp.

Coagulant type
Al electrolysis, Alum, PAHCs,

Ferric chloride

Coagulant concentration 0, 5, 10, 15, 30 mg/L

pH 6.9 ± 0.3

Ionic strength (M as NaCl) 0

Pressure (atm) 6

Recycle ratio (%) 30

Separation time (min) 3

Temperature (℃) 20 ± 0.5

Table 3.6 Experimental condition of bat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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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조류의 특성조사

상수원 및 호소수에서 부영양화 현상에 의한 조류의 과다번식은 수중

생태계 및 정수 처리공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김, 2005). 본 실험에

서는 부영양화 호소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조류입자를 전위가 조절

된 미세기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조류입사의 형상적

특성과 전기 화학적 특성(제타전위)를 조사하였다. 실험에는 부영양화

호소에 있어서 식물플랑크톤의 부영양화 지표인 남조류의 대표종인

Microcystis sp.을 이용하였다.

Figure 4.1 Photomicrography of Microcysti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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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Microcystis sp.의 형상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배양액을 비디

오현미경(Sometech, Korea)으로 촬영한 화면이 Figure 4.1 이다. 조류

입자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3 ∼ 7 ㎛를 보였으며, 원형이었다.

Figure 4.2 Zeta potential of Microcystis Sp. in various pH range

수계의 계절적 변화와 조류의 증식에 따라 pH가 변하게 되는데, 입자

의 제타전위와 그 입자가 번식하고 있는 호소수의 pH값의 관계를 알기

위해 다양한 pH 범위에서 측정한 조류의 제타전위를 Figure 4.2 에 나

타내었다. Microcystis sp.의 제타전위 값의 변동폭은 –40.26 ∼ 19.99

mV였다. 전위의 최고값은 강산성영역인 pH 2에서 19.99 mV로 양의 전

위를 띄었지만, 대부분의 pH 영역에서 –40.26 ∼ -16.67 mV의 범위로,

음의 전하를 가졌다. pH값의 증대에 따라 조류 입자표면의 전위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플랑크톤의 증식에 따라 pH 값은 증가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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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입자표면의 제타전위값은 감소하여 입자집단의 분산화를 일으

키면서 우점력을 얻게 된다. 또한, 입자와 기포의 충돌효율을 고려할 때,

높은 제거효율을 가지기 위해서 음의 전하를 띄는 조류와 상반되는 양의

전위를 가지는 기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pH조건에 따라 기포

의 양의 전위를 조류의 전위감소와 상반되게 증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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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포의 제타전위 측정 및 조절

본 연구에서는 pH 7로 조절한 증류수(NaCl 1.0 mM)에 DAF-Al

electrolysis solution을 이용하여 기포를 발생시키고, 이온용출량(0 ∼ 30

mg/ 범위)을 달리하여 기포 전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를 기존의 연

구자들이 다양한 조건에서 측정한 기포의 전위값과 비교 분석하여 본 실

험을 위해 제작한 전위 측정장치의 신뢰성을 시험해보았다.

Figure 4.3 Comparison of the zeta potential of bubbles generated by

DAF without coagulant

Figure 4.3 은 기존연구에서 약품 주입 없이 DAF로 기포를 발생시킨

기포의 제타전위를 측정한 결과와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Okada(1990)는 약 -45 mV, Kubota(1993)는 약 -35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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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ko(1998)는 약 -25 mV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압수에 응집제

를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시킨 기포의 전위값 –27 mV와 비교하

면 가장 최근에 연구된 Dockko와 거의 유사한 값을 보였다.

4.2.1 주입된 금속이온(Al3+, Fe3+)의 영향

AlCl3 수용액에서 EF(Electro flotation)을 통해 발생시킨 기포는 마그

네슘과 같은 2가 이온에 비해 더 넓은 pH에서도 확연한 양의 기포발생

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수계의 pH 범위에서도 양의 전위를 보였다

(Han, 2006). 알루미늄과 철의 금속염을 일반적인 수처리 공정에서 광범

위하게 이용되는 응집제이다. 이들을 물에 투여하면 가수분해되어 일반

적인 pH범위에서 (+)전하를 가진 미립자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

전하를 이용하여 반대의 전하를 입자표면의 전하를 중화하며 충돌효율을

높여 응집을 촉진시키게 된다(Tambo et al., 1979).

본 실험에서는 기포의 발생장치의 Saturator에 다가의 금속이온 수용

액을 주입 pH 7의 용액에 발생시킨 기포의 전위를 측정하여 금속이온이

발생기포의 제타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EF

system의 기포발생후의 대전이 아닌 이미 양으로 대전된 기포의 발생가

능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알루미늄과 같은 3가의 철 이온을 이용하였을

때의 양의 기포발생을 조사하였다.

알루미늄(Al3+)의 영향

알루미늄 이온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순수알루미늄의 전기분해로 얻

은 용출액 0 ∼ 30 mg/L 농도로 주입하여 DAF 장치로 기포를 발생시

켜 농도별 제타전위 변화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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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Zeta potnetial of bubble by DAF-Al electrolysis solution

Figure 4.4 를 살펴보면, 알루미늄 이온의 주입농도에 따라 -35.37 mV

에서 28.64 mV로 기포의 전위가 변화하였다. 알루미늄 이온의 주입에

의해 양으로 대전됨을 알 수 있다. 이는 (Han 2006)의 연구에서 설명한

양의 기포의 발생메커니즘처럼 pH 7의 중성범위에서 우점한 알루미늄

수산화침전물 및 minor 수산기들의 흡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알루

미늄 이온의 주입농도가 증가할수록 전위가 증가하다 15 mg/L 이상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알루미늄 이온이 첨가된 수용액에서 EF(electro flotation)로 기

포를 발생시킨 Han(2006)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DAF(Dissolved Air



- 44 -

Flotation)-Al electrolysis solution을 이용해 생성한 기포의 전위 측정을

통해 양으로 대전된 기포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두 가지 다른 시스템으

로 발생한 기포에 알루미늄 이온의 농도가 미치는 영향을 두 연구결과

값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5 는 알루미늄이온을 주입하

여 기포를 발생시킨 본 실험의 결과와 Han의 연구결과(EF system) 비

교를 위해 기포를 발생시킨 컬럼 전체의 알루미늄 농도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환산된 알루미늄 농도는 Table 4.1 에 나타내었다.

Figure 4.5 Comparison of effect of Aluminum concentration on

bubbles by EF in AlCl3 solution and DAF-Al electrolysis solution

양의 기포는 본 실험에서 약 5 mg/L의 알루미늄 주입농도부터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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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때 수용액전체의 알루미늄 농도는 회수율

30%일 때, 1.15 mg/L가 되고, Han(2006)에서 비슷한 크기의 전위를 가

진 양의 기포에 이용되는 이온농도에 비해 더 적은 량의 주입으로도 양

의 기포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반응컬럼을 자연수계로 확대해 생각

하면 적은 응집제가 이용되므로 환경에 대한 영향도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되며, 이는 알루미늄 이온을 이용한 양의 기포발생과 이의 자연

수계 조류제어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Unit : mg/L) Alsaturator* Alreactor**

DAF with Aluminum
electrolysis solution

(Recycle ratio: 30%)

5 1.153

10 2.308

15 3.462

30 6.923

EF in AlCl3 solution

- 0.27

- 2.7

- 27

* Alsaturator : concentration of aluminum ion in saturator (by Al

electrolysis solution)

** Alreator : concentration of aluminum ion in solution of reactor

Alreactor (mg⁄L) = (Alsaturator × Injected volume (0.3L))/(Total Volume

(1.3L))

Table 4.1 Aluminum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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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Fe3+)의 영향

철 이온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염화제1철(FeCl3·6H2O) 수용액을

saturator에 0 ∼ 30 mg/L농도로 주입하고 DAF(Dissolved Air

Flotation) 장치로 기포를 발생시켜 농도별 제타전위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ure 4.6 Zeta potential of bubble by DAF-Ferric chloride solution

Figure 4.6 은 철 이온의 주입농도가 기포의 제타변위에 미치는 영향

을 보여준다. 철 이온의 주입에 따라 기포의 제타전위는 –35.37 mV에

서 23.76 mV로 변화하였다. 또한 5 mg/L 이상의 농도에서 약 10 ∼ 20

mV정도의 범위에서 전위는 변화하였으며, 평균값으로 살펴볼 때 10

mg/L의 주입농도에서 전위값이 감소하였다. 대체적으로 알루미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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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위의 변화폭이 낮았으나, 주입농도에 따라 양의 기포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철 이온의 경우 하전중화능력을 가진 가수분해종의 발

생이 넓은 pH 범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Duan et al., 2003) 수계의

다양한 pH 범위에서도 양의 기포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가의 알루미늄과 철 이온 수용액을 Saturator에 주입하여 배경 pH가

자연수계의 일반적인 범위인 7에서 발생시킨 기포는 양의 전위를 띔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연수계의 조류를 비롯한 제거대상 입자들의 대부분

이 음의 전하를 띄므로, 양의 기포를 이용한 부상공정이 별도의 응집공

정없이 기포의 표면전하를 통해 대상입자의 표면전하를 중화하고 충돌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4.2.2 주입된 응집제 형태의 영향

앞서 설명된 양의 기포 발생메커니즘을 통해 금속이온용액에서 발생하

는 수산화물의 계면침전과 이온형태의 수산화착물의 화학적 흡착이 기포

의 전하역전현상을 주도함을 알 수 있다. 수중 알루미늄 화학종의 종류

는 Al(OH)3, Al
3+, Al(OH)2+, Al(OH)2+, Al2(OH)2

4+, Al3(OH)4
5+,

Al6(OH)15
3+, Al7(OH)17

4+, Al8(OH)20
4+, Al13(OH)34

5+, Al13O4(OH)24
7+로 1가부

터 7가까지 다양하다(Mouedhen et al., 2008). Amirtharajah and

Mills(1982)의 연구에서도 응집제 농도와 pH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알루

미늄 종이 생성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다양한 알루미늄의 가수분

해종들 중 크기가 작은 저분자의 경우 전체 전하량이 높아 음전하를 띄

는 이온들이며, 고분자 가수분해종들이 응집공정의 활성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다(김지연, 2004). 입자간 불안정화 조작을 위한 주요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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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역할을 살펴볼 때(Figure 4.7), 하전 중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

치는 종은 Al13O4(OH)24
7+ 또는 Al13, 가교 및 sweep coagulation의 역할

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종은 Al(OH)3라고 판단된다.

Figure 4.7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interaction of

aluminum species with initially negatively charged particles in

water. (J. Dwan and J. Gregory, 2003)

단분자성 알루미늄 가수분해종보다는 고분자성 알루미늄 가수분해종이

하전중화에 큰 역할을 미치는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분자성 알루미늄

가수분해종 중에서도 Al13 또는 Al14종의 역할이 중요하다(Letterman

and Asolekar, 1990)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알루미늄의 형태별 가수분해종을 분율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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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루미늄의 주입형태가 기포의 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응집제 Alum, PAHCs와 전기분해 3

가지의 알루미늄 주입 방법에 대하여 Ferron법을 이용하여 각각 분석하

였다. Figure 4.8 에는 알루미늄과 페론을 반응시킨 시료들의 흡광도 그

래프를 나타내었다.

(a) (b)

(c) (d)

(5 mg/L= 1.85 ×10-5 mol L-1, 10 mg/L= 3.70 ×10-5 mol L-1 , 15 mg/L= 5.55 ×10-5 mol L-1, 30 mg/L= 7.41 ×10-5 mol L-1)

Figure 4.8 Kinetics of ferron-Al reactions (Raw absorbance vs time

for (a)mononuclear standard, (b)Alum, (c)PAHCs, (d)Al electrolysis)

그래프를 분석하여 알루미늄의 형태별, 농도별 가수분해종 분포를 단

분자성(Ala), 고분자성(Alb), 침전성(Alc)로 구분하여 Table 4.2에 나타내

었다. 알루미늄 주입 형태별 가수분해종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Alu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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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Ala, Alb, Alc의 경계가 비교적 분명한 반면, PAHCs와 알루미늄

전기분해 용출액(Al EC)의 경우 생성된 대부분의 알루미늄 가수분해종

들이 ferron 시약과 반응하였다. 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

우에서 알루미늄 polymer함량은 Al EC > PAHCs> Alum 순으로 높았

으며 단분자성 함량은 Alum이 다른 알루미늄 주입형태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ltotal = 5 mg/L Altotal = 10 mg/L

(%) Alum PAHCs Al EC (%) Alum PAHCs Al EC

Ala 90 5 27 Ala 59 13 10

Alb 4 81 67 Alb 16 82 90

Alc 6 14 6 Alc 25 5 1

Altotal = 15 mg/L Altotal = 30 mg/L

(%) Alum PAHCs Al EC (%) Alum PAHCs Al EC

Ala 64 8 10±1 Ala 53 19 14

Alb 6 88 91 Alb 9 56 74

Alc 30 4 1±1 Alc 38 25 12

Table 4.2 Chemical characteristics of Al(III) hydrolysis species

응집제 주입량에 따른 알루미늄 가수분해종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응집

제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폴리머종의 함량을 증가하다 어느 농도 이상에

서는 감소하며 침전물 형태의 가수분해종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알루미늄의 주입형태에 따라 수중에서 형성

되는 가수분해종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응집제 주입량에 따라서 가수분해종들의 함량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 또

한 주입량이 과다할 경우 응집 pH 특성상 용해도 곡선에서 알 수 있듯

이 용존성 알루미늄 보다 침전물형태의 알루미늄 가수분해종이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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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게 된다. Alum의 경우 단분자성 알루미늄 가수분해종이 높지만,

PAHCs와 알루미늄 전기분해(Al EC)는 고분자성 알루미늄 가수분해종

과 침전물 형태의 알루미늄 종의 분포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험

을 진행한 중성범위의 pH에서는 Al13또는 Al14종의 양의 전위를 띄는 고

분자성 알루미늄 가수분해종의 많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Table 4.3).

그렇기 때문에 양의 기포 생성을 위해서는 PAHCs 또는 Al 전기분해 용

출액을 이용한 기포발생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도에 따라

함량의 차이는 있지만 고분자성 알루미늄 가수분해종과 침전물형태의 알

루미늄이 공존하여 존재하며 분율에 따라 양의 기포 생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응집제를 주입한 DAF의 부상공정을 운전할 때 적절

한 응집제와 주입량의 결정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운전을 유도할 것이

라 생각된다.

Stoichiometry of
polynuclear species

OH/Al
ratio

Average
charge/Al References


 2.46 0.54

Johansson(1960), Rausch and Bale(1964),
Aveston(1965), Mesmer and Baes(1971),
Akitt et al.(1972), Akitt and
Farthing(1978), Akitt and Elders(1985),
Parth-sarathy and Buffle(1985)


 2.46 0.54 Aveston(1965), Leonard et al.(1967)


 2.54 0.46 von Schonherr et al.(1981)


 2.77 0.23 Bottero et al.(1980)


 2.43 0.57 McDonald et al.(1973)


 2.50 0.50 Truner(1976)

Table 4.3 Polynuclear species with OH/Al≈2.5 and 13 or 14

aluminum atoms(Letterman and Asoleka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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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Residual chlorophyll-a concentration after various water

treatment process

4.3 양(+)의 기포 부상공정의 적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응집제 주입과 플록형성공정과 같은 전처리 공정

을 생략하여 양으로 대전된 기포를 수중으로 유출시켜 조류를 제거하는

부상공정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기존의 공정들(플록형성 및 침전공정,

DAF(Dissolved Air Flotation)), Negatively charged bubble, Positively

charged bubble의 조류제거효율을 비교해보았다(Figure 4.9)

제거효율은 DAF > (+) bubble > Flocculation & Sedimentation >

(-) bubble 순으로 높았다. DAF가 잔류 클로로필a 3.8 mg/m3, 제거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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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74.88 %, 로 가장 높았다. (-)bubble을 이용한 부상공정이 잔류 클로

로필a 11.4 mg/m3, 제거효율 25.12%로 가장 낮은 효율을 보였다. 양의

기포를 이용한 부상공정은 잔류 클로로필a 3.6 mg/m3, 제거효율 65.36%

로 음의 기포를 이용할 때보다 제거효율이 향상되었다. 또한 이는 플록

형성이 선행된 DAF 공정보다는 낮지만 응집 침전공정에 비해 높은 효

율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양의 기포를 이용할 때 가압수의 분사시

발생하는 수리학적 에너지만으로도 교반공정없이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교반 및 응집공정 수행이 어려운 자연수계의 조

류제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처리에 양의 기포를 이용한 새로운 처리공

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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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조류제거를 위한 적용성 평가

4.4.1 알루미늄 이온에 의한 영향

4.2절에서 살펴본 대로 알루미늄 이온을 주입하여 기포를 발생시켜 제

타전위를 측정함으로써 양의 기포가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세 가지 형

태의 알루미늄(Alum, PAHCs, 알루미늄 전기분해)를 0 ∼ 30 mg/L의

농도로 Saturator에 주입해 가압수를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반응조

안의 조류입자를 부상시킨 후 제거하였다. 제거효율은 클로로필a 농도와

셀계수 방법을 통해 비교하였다(Figure 4.10 ∼ 11).

Figure 4.10 Algae removal efficiency with various type of Aluminium

injection by Chlorophy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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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Figure 4.10 에서 Alum을 주입하여 발생시킨 양의 기포를 이용

한 조류의 클로로필a 제거효율을 살펴보면 10 mg/L의 주입농도에서

68.64%로 높은 제거효율을 가지며 음의 기포를 이용한 제거효율인

25.12%보다 월등히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10 mg/L 이상의 주입농도

에서는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AHCs의 경우, 15 mg/L의 주

입농도에서 82.4%로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지며 이상의 주입농도에서는

효율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알루미늄 전기분해 용출액의 경우

또한 15 mg/L의 주입농도에서 90.89%의 최대효율을 보이며 30 mg/L에

서도 비슷한 효율을 보였다. 세 가지 응집제 모두에서 일정이상의 주입

농도에서 제거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알루미늄 전기분해>

PAHCs> Alum 순으로 높은 효율을 보였다.

Figure 4.11 Algae removal efficiency with various type of

Aluminium injection by cel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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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효율을 셀계수(Figure 4.11)를 통해 살펴보면, Alum의 경우 클로

로필a를 이용한 제거효율 결과와 달리 15 mg/L의 주입농도에서 61.28%

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나 10 mg/L와 효율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그

이상의 농도에서 효율이 다시 감소됨을 보였다. PAHCs와 알루미늄 전

기분해의 경우도 15 mg/L에서 각각 81.17%, 86.3%의 최대효율을 보이

며 주입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이 감소되었다. 셀계수를 통한 제거효

율은 Al electrolysis >= PAHCs> Alum 순이다.

클로로필a와 셀계수를 제거효율은 값이나 최적 응집제 주입농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화학응집제 중에서

Alum보다 PAHCs의 제거효율이 우수한 이유는 PAHCs의 경우 하전중

화능력이 높은 용해성 알루미늄 이온을 alkali와 미리 반응시켜 가수분해

하여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이한 것은 알루미늄 전기분

해의 제거효율이 화학응집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앞선 가수분

해종의 분석에서 다른 주입형태에 비해 고분자성 가수분해종의 함량이

높았던 것으로 보아 이의 영향이라 사료된다. 또한 알루미늄의 주입에

따라 형태에 관계없이 주입농도 0 mg/L로 발생시킨 음의 기포에 비해

월등히 높은 효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의 기포를 이용한 부상공

정에서 가압수의 분사와 분사시 발생하는 수리학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입자의 부상, 응집제의 분산, 플록형성공정의 대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점은 플록형성공정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연수

계에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기분해를 이용한 양의

기포 발생방법은 수계에 2차 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운전조건의 최적화

를 통하여 제거효율의 향상도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플록형성공정의

적용이 어려움, 화학약품의 사용의 엄격한 제한 등 각 자연수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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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적합한 양의 기포발생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4.2 철 이온의 영향

4.2절에서 살펴본 대로 기포의 제타전위는 일반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

지만, 철 이온을 주입하여 발생시킨 기포의 제타전위는 양의 값을 가진

다. 염화제1철을 0 ∼ 30 mg/L의 농도로 Saturator에 주입해 가압수를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반응조 안의 조류입자를 부상시킨 후 제거하

였다. 제거효율은 클로로필a 농도와 셀계수 방법을 통해 비교하였다

(Figure 4.12 ∼ 13).

Figure 4.12 Algae removal with Ferric chloride by Chlorophy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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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의 기포 주입 전·후의 클로로필-a 측정값을 비교하여 제거효

율을 평가하면 Figure 4.12 와 같다. 응집제를 주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23.82%의 비교적 낮은 제거효율을 나타내었으나 응집제 주입농도가 높

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0 mg/L, 30 mg/L의 농도에서

각각 66.95%, 73.73%로 높은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15 mg/L 에서는

제거효율이 감소하였다. 양의 기포를 이용하여 플록형성공정 없이도 높

은 효율을 얻었으며, 기포의 전위 조절 그래프와 비교할 때, 기포의 전위

상승과 제거효율이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ure 4.13 Algae removal with Ferric chloride by cel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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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기포 주입 전후의 셀농도 측정값을 비교하여 제거효율을 평가하

면 Figure 4.13 과 같다. 응집제 주입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0 mg/L 농도에서 55%의 효율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

소하고 30 mg/L의 농도에서 68.3%로 최대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제거

효율의 경향은 두 방법 모두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알루미늄이온

을 주입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효율을 보였다. 30 mg/L에서 가장 큰 효

율을 보이기는 했지만 10 mg/L의 농도에서도 높은 효율을 보였고 색도

를 발생시키는 철 이온의 특성상 10 mg/L의 농도가 최적농도로 생각된

다.

알루미늄이온에 비해 효율이 낮고 색도발생의 우려가 있지만 부상공정

이 해수담수화시설에서처럼 멤브레인의 전처리 공정으로 사용되는 경우,

알루미늄 이온에 철 이온의 이용이 파울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알루미늄이온은 일정이상 농도에 노출되었을 때 알츠하이머

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연수계에 적용시 이러한 영향

을 줄이고자 한다면 철 이온을 이용한 양의 기포 발생도 가능하며 이를 이

용한 처리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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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응집 및 플록형성공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연수계의

조류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기포의 전위를 조절하고 이를 이용한 수처리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의 기포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한

DAF with metal ion solution은 가압수를 분사할 때 발생한 수리학적

에너지에 의해 외부에너지의 추가적인 공급 없이 플록형성공정의 생략,

오염물질의 부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거하고자 하는 조류

에 대한 특성조사를 통해 제거효율증대를 위한 기포의 성질변화 필요성

을 확인하고, 다가의 금속이온과 주입형태별 기포의 전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 양의 기포 생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자연수계 내

조류제거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내용들에 대한 결론

은 다음과 같다.

1. 조류의 특성조사

본 연구에서는 부영영화 호소수의 지표인 남조류의 대표종

Microcysts Sp.를 대상으로 형상학적, 전기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1) Microcystis sp.는 3 ∼ 7 ㎛의 미세한 크기를 가지며 원형이다.

(2) Microcystis sp.의 제타전위 값의 변동폭은 –40.26 ∼ 19.99 mV였

다. 전위의 최대값은 강산성영역인 pH 2에서 19.99 mV로 양의 전위를

띄었지만, 대부분의 pH 영역에서 –40.26 ∼ -16.67 mV의 범위로, 음의

전하를 가졌다. 입자와 기포의 충돌효율을 고려할 때, 높은 제거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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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기 위해서 기포의 양전하 대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2. 자연수계에 적용가능한 양의 기포발생을 위한 기포의 전위측

정 및 조절

본 실험에서는 자연수계의 조건에서도 양의 기포 발생이 가능한 3가의

금속이온(Al3+, Fe3+)이 기포의 전위에 미치는 영향, 응집제(알루미늄 전

기분해, Alum, PAHCs)의 종류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여 양의 기포 발생

방법을 평가하였다.

(1) 3가의 금속이온(Al3+, Fe3+)을 0 ∼ 30 mg/L 범위 농도로 주입하여

기포의 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Al극판으로부터 용출시킨 Al

이온의 주입량에 따라 -35.37 mV에서 28.64 mV로 기포의 전위가 변화

하였다. 또한, 철 이온의 주입에 따라 기포의 제타전위는 –35.37 mV에

서 23.76 mV로 변화하였다. 5 mg-Fe/L 이상에서는 변화폭이 좁았다.

기포는 양의 전하로 대전되고, 주입농도가 증가할수록 전위는 커지다가

일정 농도(15 mg-Al/L, 5 mg-Fe/L)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

다. 이는 자연수계의 조류를 비롯한 제거대상 입자들의 대부분이 음의

전하를 띄므로 양의 기포를 이용한 부상공정이 별도의 응집공정없이 기

포의 표면전하를 통해 대상입자의 표면전하를 중화하고 충돌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 알루미늄의 형태별 가수분해종 분율분석을 통해 알루미늄의 주입형

태(Alum, PAHCs. Al 전기분해)가 기포의 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Alum의 경우 단분자성 알루미늄 가수분해종이 높지만, PAHC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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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전기분해(Al EC)는 고분자성 알루미늄 가수분해종의 분포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알루미늄의 농도에 따라 가수분해종 분율의 차이는

있지만 고분자성 알루미늄 가수분해종과 침전물형태의 알루미늄 종이 공

존하여 존재하며 분율에 따라 양의 기포 생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겨진다.

3. 양의 기포 발생을 통한 부상공정의 적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 양으로 대전된 기포를 수중으로 유출시켜 조류를 제거하

는 부상공정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기존의 공정들(플록형성 및 침전공

정, DAF(Dissolved Air Flotation)), Negatively charged bubble,

Positively charged bubble의 조류제거효율을 비교해보았다. 제거효율은

DAF > (+) bubble > Flocculation & Sedimentation > (-) bubble 순으

로 높았다. DAF가 제거효율 74.88 %로 가장 높았다. (-)bubble을 이용

한 부상공정이 25.12%로 가장 낮은 효율을 보였다. 양의 기포를 이용한

부상공정은 제거효율 65.36%로 음의 기포를 이용할 때보다 제거효율이

향상되었다. 양의 기포를 이용할 때 가압수의 분사시 발생하는 수리학적

에너지만으로도 교반공정없이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교반

및 응집공정 수행이 어려운 자연수계의 조류 처리공정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4. 양의 기포를 이용한 조류제거효율 평가

알루미늄 이온(Alum, PAHCs, 알루미늄 전기분해)과 철 이온(염화제1

철)을 0 ∼ 30 mg/L의 농도로 Saturator에 주입해 가압수를 발생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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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여 반응조 안의 조류입자를 부상시킨 후 제거효율을 비교하

여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1) 조류의 클로로필a 제거효율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전기분해 >

PAHCs > 염화제1철 > Alum 순으로, 각각 90.89%(15 mg-Al/L),

82.4%(15 mg-Al/L), 73.73%(30 mg-Fe/L), 68.64%(10 mg-Al/L)의 높은

효율을 보였다.

(2) 조류의 셀농도 제거효율을 살펴보면 클로로필a 제거효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Al electrolysis >= PAHCs> 염화제1철> Alum 순으

로, 각각 86.3%(15 mg-Al/L), 81.17%(15 mg-Al/L), 68.3%(30

mg-Fe/L), 61.28(15 mg-Al/L)의 높은 효율을 보였다.

알루미늄이나 철의 주입농도나 형태에 관계없이 음의 기포를 이용한

제거효율인 25.12%보다 월등히 높은 효율을 보였다. 알루미늄 이온이 철

이온보다 더 높은 제거효율은 보였으며, 알루미늄의 경우 전기분해를 통

해 얻은 용출액의 15 mg-Al/L의 주입을 통해 발생시킨 양의 기포 부상

공정에서 최대효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의 기포를 이용한 부상공

정의 플록형성공정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연수계로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준

다. 또한 전기분해를 이용한 양의 기포 발생방법은 수계에 2차 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운전조건의 최적화를 통하여 제거효율의 향상도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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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rol of Zeta Potential of Bubble Using Multivalent Metal Ion

and Its Application to Algae Removal

Bokyung Kim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research, studies has been conducted on the control of the

zeta potential of bubbles with multivalent metal ions (Al3+, Fe3+) and

its application to the water treatment technology for algae removal

from natural water system that is difficult to apply the flocculation

process to. For the goals of this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algae,

which is subject to remove, are investigated. In addition, both the

effect of the types of multivalent metal ions and injection form on

the zeta potential of bubbles and verification of generation of the

positively charged bubbles are studied. Based on the experiment

result, the applicability and its efficiency of the

positively-charged-bubble generation system to natural water system

for algae removal are evalu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icrocystis Sp, which is used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algae removal system controlled by the zeta potential of bubble,

mostly showed negative charge but positive charge in acidic pH. In



- 71 -

considering the collision efficiency of particles and bubbles, the need

of the positively charged bubbles was confirmed in order to have a

high removal efficiency.

Effect of trivalent metal ions (Al3+, Fe3+), which are possible to

generate positively charged bubble under conditions of natural water,

on the zeta potential of bubble and impact of the injected

form(aluminum electrolysis elution(Al EC), Alum, PAHCs) are

investigated. The zeta potential of bubble depending on the injection

of aluminum and iron ions changed negative(-) to positive(+) and did

not further increase over a certain concentration of injected metal ion.

Also,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luminum hydrolysis species, results

showed that Alum has mostly monomer species while PAHCs and Al

EC were composed of the high fraction of polymer hydrolysis species

up to 88%, 91% respectively. PAHCs and Al EC are considered better

than alum as an aluminum ion implantation to generate positively

charged bubble.

For evaluating applicability of flotation process using positively

charged bubble, comparative analysis of new system and existing

treatment processes on algae removal efficiency was conducted.

Removal efficiency was higher from right to left; DAF> (+) bubble>

Flocculation & Sedimentation> (-) bubble. The efficiency of (+)

bubbles process was lower than DAF process, but high efficiency

was achieved by only hydraulic energy occurred during the injection

of pressurized water despite of ommission of flocculation process.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use flotation process with positively cha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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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 as the natural water treatment process that is difficult to

apply coagulation and flocculation processes to.

After raising algae to the surface by injecting pressurized water

which was generated with aluminum ion (Alum, PAHCs, Al EC) and

ferrous ion (ferrous chloride) at a concentration of 0 to 30 mg/L in

saturator, optimal conditions were deduced by comparing the removal

efficiency. As a result, high removal efficiency was shown from right

to left; Al EC> PAHCs> Ferrous chloride> Alum. The optimum

efficiency of 90.89% was achieved with Al EC at a concentration of

15 mg-Al/L. Removal efficiency of positively charged bubble was

much higher than negatively charged bubble(25.12%) regardless of the

injected form or metal ion type. It suggests positively charged bubble

without flocculation process can be applied for algae removal to

natural water. Also method to generate positively charged bubble by

electrolysis does not cause secondary pollution in the water system

and may improve removal efficiency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operating conditions.

Overall, the results confirm that there is potential to remove algae

efficiently and quickly in natural water system through the control of

the zeta potential of bubble for generating positively charged bubble.

Keyword: Positively charged bubble, DAF, Aluminum electrolysis,

algae, Aluminum,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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