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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2차 계통수 중에 존재하는 철산화물(magnetite)은 열전달 튜브의 표면에 침착(fouling)되어 열전달 성

능을 떨어뜨리거나 부식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전 2차 계통수 중에 고분자 분산제(polymeric 

dispersant) 주입을 통해 철산화물의 분산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카르복실기(-COOH, carboxyl 

group)를 함유한 3종의 음 이온성 고분자(PAA, PMA, PAAMA)를 선정하였으며, 이들에 농도변화(1∼1000 ppm)에 의

한 마그네타이트 분산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침강시험, 투과율 측정, 입도 측정, 제타전위 측정을 수행하였다. 고분자 

분산제는 수용액 중 철산화물 분산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분산제가 주입되면 분산 안정성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분산제 농도 증가에 따라 마그네타이트의 분산 안정성이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임계 

분산제 농도 이상에서는 철산화물 사이의 응집(agglomeration)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분산안전성 향상 

효과는 분산제-철산화물의 농도비(ppm, 분산제/마그네타이트)가 0.01∼0.1 범위에서 현저하였다. 분산제 주입을 통한 

철산화물 제거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용 환경 특성, 철산화물 농도, 분산제 농도 및 철산화물-분산제 농도비

의 최적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iron oxide (Fe3O4) particles in the coolant of the secondary system of a nuclear power plant reduce the heat transfer 

performance or induce corrosion on the surface of the heat transfer tube. To prevent these problems, we conducted a 

study to improve the dispersion stability of iron oxide using polymeric dispersant injection in simulated secondary system 

water. The three kinds of anionic polymers containing carboxyl groups were selected. The dispersion characteristics of 

the iron oxide particles with the polymeric dispersants were evaluated by performing a settling test and measuring the 

transmission, the zeta potential, and the hydrodynamic particle size of the colloid solutions. Polymeric dispersan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ron oxide dispersion stability in an aqueous solution. While the dispersant injection tended 

to improve the dispersion stability, the dispersion stability of iron oxide did not increase linearly with an increase in the 

dispersant concentration. This non-linearity is due to the agglomerations between the iron oxide particles above a critical 

dispersant concentration. The effect of the dispersant on the dispersion stability improvement was significant when the 

dispersant concentration ratio (ppm, dispersant/ magnetite) was in the range of 0.1 to 0.01. This suggests that the opti-

mization of dispersant concentration is required to maximize the iron oxide removal effect with the dispersant injection 

considering the applied environments, the iron oxide concentration and the concentration ratio of dispersant to iron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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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발전소 2차 계통 및 증기 발생기 내부로 유입되는 부식생성

물은 전열관 표면에 침착(fouling)되어 열전달을 방해하거나, 부식성 

불순물이 농축될 수 있는 틈새부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 많은 재료 열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들의 제거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고분자 

분산제를 실시간으로 주입하여 부식생성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대두 

되고 있다. 고분자 분산제는 침전된 철산화물이나 전열관 표면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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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tructure of anionic polymer.

Table 1. Condition of Solution for the Settling Test and Transmission 

Measurement

Anionic polymer concentration (ppm) 0, 1, 10, 100, 1000

Magnetite (Fe3O4) concentration (ppm) 1000

pH 9∼9.5

Temperature 25 ℃

Table 2. Condition of Solution for the Zeta Potential and Particle Size 

Measurements

Anionic polymer concentration (ppm) 0, 0.1, 1, 10, 100

Magnetite (Fe3O4) concentration (ppm) 100

pH 9∼9.5

Temperature 25 ℃

러붙은 부식생성물에 흡착되어 전기적 반발력을 일으킨다. 전기적 반

발력에 의해 철산화물들은 계통수 내에 안정하게 분산되어지고 정화

계통까지 쉽게 이동시킬 수 있어 부식생성물 제거가 용이하다. 고분

자 분산제를 이용한 부식생성물의 제거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

전소 수질환경 내 부식생성물의 분산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증기 발생기 내로 유입된 부식생성물의 대부분

은 마그네타이트(magnetite, Fe3O4) 미립자이며, 수질환경은 pH 9∼10

정도의 염기성 환경이다[1-3]. 

마그네타이트 입자의 분산은 전기적 반발력을 결정하는 제타전위

(zeta potential)가 주요한 척도로서 작용되며, 이는 수용액의 pH에 의

존적이다. 마그네타이트의 제타전위는 0값을 갖는 등전점(isoelectric 

point) pH에서 산성 쪽으로 갈수록 양(positive)의 방향으로 상승하며, 

염기성 쪽으로 갈수록 음(negative)의 방향으로 상승한다. 합성된 마그

네타이트 상태에 따라 등전점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pH 6∼8사이

에 형성된다. 그리고 수용액에 포함된 다른 이온들 또한 제타전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입자 표면에 흡착되어 전기적 이중층을 형성

하게 되는데, 양이온 흡착은 제타전위를 양의 방향으로 상승시키며, 

음이온 흡착은 음의 방향으로 상승시킨다[5-9].

분산제로 사용될 고분자는 마그네타이트의 제타전위에 따라 수용

액에서 해리되어지는 고분자의 음 이온성 또는 양 이온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산성 환경에서 마그네타이트의 제타전위는 주로 양

의 값을 형성하기 때문에 정전기적 효과 향상을 위해 양 이온성 고분

자가 선택되어야 하며, 원자력 발전소 2차 계통과 같은 염기성 환경에

서는 음의 값을 형성하기 때문에 음 이온성 고분자가 선택되어야 한

다. 이로 인해 제타전위는 상승하게 되며 철산화물의 안정된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10-14]. 

염기성 환경에서 마그네타이트 분산 향상을 위한 음 이온성 고분자는 

대부분 작용기(functional group)로 산성기(acid group)가 함유되어 있으

며, 카르복실기(-COOH, carboxyl group) 또는 술폰기(-SO3H, sulfonic 

group)를 함유하는 고분자들이 대표적인 음 이온성 고분자들이다. 고

분자에 함유된 작용기에 따라 마그네타이트 분산에 다소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원전 불순물 규제 및 재질 부식에 대한 영향을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산이며 원전에서 규제되는 불순물질이 없는 카르복실

기를 함유한 고분자가 분산제로 적합하다[15].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2차 계통수를 모사한 염기성 환경에서 마그

네타이트의 분산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르복실기를 함유한 3종의 음 

이온성 고분자(PAA, PMA, PAAMA)를 선정하여 이들의 첨가 농도가 

마그네타이트의 분산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분산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염기성 환경에서의 마그네타이트 침강 시험, 투과율 

측정, 입도 분석, 제타전위 측정을 수행하였다. 

2. 시약 및 시험 방법

2.1. 분산제 시약

본 연구에서는 카르복실기를 함유한 고분자 3종을 선정하여 이들의 

첨가가 마그네타이트 분산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후보 고분자 분산제로 polyacrylicacid (PAA, 분자량 : 100000, 99.99%), 

polymethacrylicacid (PMA, 분자량 : 3000, 99.99%, sodium salt), poly- 

acrylicacid-co-maleicacid (PAAMA, 분자량 : 3000, 99.99%)를 시그마 

알드리치(sigma aldrich)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분산제로 사용

될 고분자 구조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마그네타이트는 입자 사이즈 

50 nm 이하의 순도 98.99% 분말을 시그마 알드리치(sigma aldrich)사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시험 용액의 제조

분산 특성 평가를 위한 시험 용액은 염기성인 원자력 2차 계통 수질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0.01 M NaOH로 pH를 조절하였으며, 음 이온성 

고분자의 첨가로 감소된 pH는 0.01 M NaOH를 추가로 첨가하여 9∼

9.5 사이를 유지시켰다. 

침강 시험 및 투과율 측정 시험은 저 농도의 마그네타이트가 첨가

될 경우, 육안 확인 및 투과율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1000 ppm의 농

도를 첨가하였다. 음 이온성 고분자는 Table 1과 같이 0, 1, 10, 100, 

1000 ppm까지 첨가하였다. 제타전위 측정과 입도 측정은 분석기기 

특성상 1000 ppm의 마그네타이트를 첨가한 용액에서 측정이 불가능

하여, 시험 용액의 제조 시 마그네타이트 농도는 100 ppm으로 고정하

였다. 음 이온성 고분자는 침강 시험과 투과율 측정 시험의 농도비(ppm, 

분산제/마그네타이트)에 맞춰 Table 2와 같이 0, 0.1, 1, 10, 100 ppm 

까지 첨가하였다.

2.3 분산 성능 시험

2.3.1. 침강 시험(Settling Test)

음 이온성 고분자가 마그네타이트의 분산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육

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침강 시험을 수행하였다. 제조된 시험 용액 내 

마그네타이트를 분산시키기 위해 약 15 min간 초음파장비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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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ransmission curves for the test solution (the level of 

suspension in the measurement vial is along the x axis, and the light 

intensity [%] transmitted through the suspension is along the y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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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results of the settling test by anionic polymer 

concentration : (a) PAA, (b) PMA, and (c) PAAMA (magnetite conc. 

1000 ppm).

였다. 분산된 마그네타이트 수용액의 초기 분산 상태와 24 h이 지난 

후의 분산 상태는 사진촬영을 통해 비교하였다.   

2.3.2. 투과율 측정(Transmission Measurement)

분산 거동을 정량화하기 위해 다중 광산란(multiple light scattering) 

원리를 이용한 formulaction사의 투과율 측정 장치(turbiscan)를 사용

하였다. 투과율 측정은 샘플 내부로 보내진 광자(photon)가 여러 개의 

입자들과 산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중 광산란이라고 하며, 이때 측

정된 투과율(transmission) 또는 후방 산란(back scattering)되는 양(flux, 

%)을 가지고 정량적 및 정성적인 분산 거동을 분석할 수 있다.

제조된 시험 용액은 측정용 유리병(vial)에 옮겨 담은 후 초음파 장

비를 이용하여 15 min간 마그네타이트 입자를 분산시켰다. 투과율 측

정은 24 h에 걸쳐 1 h에 한 번 씩 총 24회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투과

율의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X축은 측정용 유리병의 높이를 

나타내며, Y축은 각 높이에 따른 투과율 값을 나타낸다. 각 시간대별로 

측정된 모든 높이에서의 투과율 값을 평균 내어 용액 전체의 투과율

로 나타내었으며, 2회 반복 시험을 진행하여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2.3.3. 제타전위 측정(Zeta Potential Measurement)

고분자 분산제가 마그네타이트의 제타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해 전기영동(electrophoresis) 및 동적 광산란(dynamic light scattering) 

원리를 이용한 BIC사의 제타전위/입도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제타전

위 측정은 시료 셀 전극에 일정크기의 전기장을 걸어주어, 그 속에서 

이동하는 마그네타이트의 전기영동속도를 측정한 후 분산매질의 점

도 및 유전율의 관계를 통해 제타전위가 산출된다. 

제작된 시험 용액들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15 min간 수용액 내 마그

네타이트를 분산시켰으며, 분산된 시험 용액을 측정용 셀(cell)에 옮겨 

담은 후 3회 반복 측정하여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2.3.4. 입도 측정(Particle Size Measurement) 

고분자 분산제가 수용액 상에 분산된 마그네타이트의 응집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입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입도 분석은 제타전위 측정에 사용된 장비와 같으며, 동적 광산란 원리

를 이용한다. 동적 광산란 원리는 분산매질에서 브라운 운동(brownian 

motion)을 하는 나노 입자들에 레이저 조사한 후 시간에 따른 산란광의 

세기 변동을 분석하여 확산계수를 결정하고, 식 (1)의 스토크-아인슈

타인 관계(Stokes-Einstein relationship)를 이용해 이 확산계수로부터 

입도를 산출할 수 있다. 실제로 용액 내의 입자는 구형이 아니며 동적

이고 용매화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입자의 확산 특성에 의해 산출된 

입자는 동적이며, 용매화된 입자의 겉보기 크기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동적 광산란법에 의해 결정된 입자의 직경은 유체역학적 직경(Hy- 

drodynamic diameter)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는 용매화를 가정하면서 

측정되는 입자와 동일한 병진 확산계수를 지닌 구체의 직경이다. 

 



                     (1)

d(H) = 유체역학적 직경(hydrodynamic diameter) 

k = 볼츠만 상수(Boltzmann’s constant) 

T = 절대온도(absolute temperature) 

η = 점도(viscosity)

D = 확산계수(diffusion coefficient)  

입도의 측정은 초음파를 이용한 분산 직후 측정된 결과와 12 h, 24 h 

후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응집 거동을 분석하였다. 12 h과 24 h 후 

측정은 초음파로 분산시킬 경우, 응집이 진행된 입자의 분리 및 깨짐이 

발생함으로 손으로 10회 정도 샘플 병을 흔들어 분산시킨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현성 확인을 위해 각 조건 당 3회 반복 측정을 실시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시험 결과

3.1.1. 침강 시험 결과

염기성 수용액 환경에서 음 이온성 고분자가 마그네타이트의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이들의 종류 및 첨가 농도를 변화시켜

가며 침강 시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3은 음 이온성 고분자 첨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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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4. The results of the time-dependent transmission measurement based on the anionic polymer concentration : (a) PAA, (b) PMA, and (c) 

PAAMA (magnetite conc. 1000 ppm).

Figure 5. The results of transmission measurement after 24 h (magnetite

conc. 1000 ppm).

도에 따른 마그네타이트의 침강 상태를 나타낸 그림으로, 왼쪽은 초

음파로 분산시킨 직후 마그네타이트 수용액의 분산 상태이며, 오른쪽

은 24 h이 지난 후의 분산 상태이다. 

PAA를 첨가한 조건의 침강 시험 결과를 Figure 3(a)에 나타내었다. 

초음파를 이용한 분산 직후 마그네타이트의 분산 상태는 모두 비슷하

지만, 24 h이 지난 후 분산 상태는 PAA 첨가 농도에 따라 큰 변화가 

있었다. PAA를 첨가하지 않은 조건보다 첨가한 조건에서 분산 상태

는 향상되지만, 첨가 농도와 비례하여 분산 상태가 향상되지 않았다. 

PAA를 10 ppm 첨가한 조건에서 분산 향상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으

며, 그 다음으로 분산 향상 효과가 좋은 조건은 100 ppm을 첨가한 조

건이었다. PAA 첨가 농도가 1 ppm, 1000 ppm 조건은 PAA를 첨가하

지 않은 조건에 비해 미미하게 분상 상태가 향상되었다. PAA의 첨가 

농도와 비례하여 분산성이 향상되는 구간은 10 ppm까지였으며, 그 이

상의 농도에서는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10 ppm 첨가 조건에 비

해 분상 상태가 감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PMA를 첨가한 조건의 침강 시험 결과를 Figure 3(b)에 나타내었다. 

PMA를 첨가한 조건에서도 첨가 농도와 비례하여 분산 상태가 향상

되지 않았으며, PAA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10 ppm의 PMA를 첨가

한 조건에서 분산 향상 효과가 가장 우수했으며, 그 다음으로 첨가 농

도가 100 ppm, 1000 ppm, 1 ppm 순으로 분산 향상 효과가 좋았다. 

첨가 농도에 따라 분산 상태가 비례하는 구간은 PAA와 마찬가지로 

10 ppm까지였다. 10 ppm 이상의 농도에서는 PMA의 첨가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분산 상태가 감쇄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감쇄되는 

정도는 PAA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PAAMA를 첨가한 조건의 침강 시험 결과를 Figure 3(c)에 나타내

었다. PAAMA 또한 다른 두 음 이온성 고분자를 첨가한 조건과 같이 

24 h 후 10 ppm을 첨가한 조건에서 분산 향상 효과가 가장 우수했으

며, 첨가 농도에 비례하여 분산 상태가 향상되는 구간은 10 ppm까지

였다.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다른 두 음 이온성 고분자를 첨가한 조건

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산 상태가 급격히 감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1000 ppm을 첨가한 조건에서는 응집으로 인해 대부분의 마그네

타이트가 침강되어 분산제를 첨가하지 않은 조건과 비슷한 결과를 보

여주었다. 

3.1.2. 투과율 측정 결과

분산 상태를 정량화하기 위해 투과율 측정을 수행한 후 분산 상태

를 비교하였다. 투과율 측정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24 h 동안 

진행된 투과율 측정 결과를 보면 초기에는 마그네타이트의 침전이 진

행되지 않아 투과율이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침전이 진행되어 투과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PAA를 첨가한 조건의 투과율 측정 결과를 Figure 4(a)에 나타내

었다. 첨가 농도에 따른 24 h 후 투과율을 비교해 보면 분산제를 첨가 

하지 않은 조건이 약 78%였으며, 1 ppm을 첨가한 조건이 약 72%로 

분산제를 첨가하지 않은 조건에 비해 투과율이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10 ppm을 첨가한 조건에서는 투과율이 약 20%로 가장 작은 투과율 

값을 보였으며, 이는 다른 조건에 비해 분산 향상 효과가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다. 100 ppm을 첨가한 조건에서 투과율은 약 57%, 1000 ppm

을 첨가한 조건이 약 73%로 10 ppm 이상의 농도를 첨가하였을 경우, 

침강 시험의 결과와 유사하게 분산 상태가 감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PMA를 첨가한 조건의 투과율 측정 결과를 Figure 4(b)에 나타내었

다. 첨가 농도에 따른 24 h 후 투과율은 1 ppm을 첨가한 조건에서 약 

78%로 분산제를 첨가하지 않은 조건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PMA 역시 첨가 농도가 10 ppm일 때 약 10%로 다른 조건에 비해 분

산 향상 효과가 우수하였다.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PAA를 첨가한 조

건과 유사하게 투과율이 증가하였지만, 100 ppm에서 약 30%, 1000 

ppm에서 약 60%로 PAA를 첨가한 조건에 비해 증가 폭이 작았다. 이

는 10 ppm 이상의 농도에서 분산성이 감쇄하는 정도가 PAA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PAAMA를 첨가한 조건의 투과율 측정 결과를 Figure 4(c)에 나타

내었다. 농도에 따른 24 h 후 투과율은 다른 두 음 이온성 고분자와 

마찬가지로 PAAMA를 10 ppm 첨가한 조건에서 약 13%로 분산 향상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그 외의 조건에서는 약 77∼79%로 분산제

를 첨가하지 않은 조건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모든 시험조건에서 24 h 후 측정된 투과율 결과를 Figure 5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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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effects of increasing the anionic polymer concentration 

on the zeta potential of magnetite particles at 25 ℃ (magnetite conc. 

100 ppm).

      

(a)                                         (b)                                         (c)

Figure 7. The results of time-dependent particle size measurements based on the anionic polymer concentration : (a) PAA, (b) PMA, and (c) PAAMA

(magnetite conc. 100 ppm).

하여 나타내었다. 시험에 사용된 3종의 고분자 모두 농도비(ppm, 

분산제/마그네타이트)가 0.01일 때 즉, 분산제의 첨가 농도가 10 ppm

에서 다른 조건에 비해 분산 향상 효과를 우수하였으며, PMA가 분산

제로 쓰였을 때 다른 고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산 향상 효과가 

우수하였다. 

3.1.3. 제타전위 측정 결과

음 이온성 고분자 첨가 농도에 따른 마그네타이트의 제타전위 측정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pH 9∼9.5의 염기성 수용액 조건에서 

마그네타이트의 제타전위는 약 -35 mv를 나타내었으며, 음 이온성 고

분자의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음의 방향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마그네타이트 표면에 음 이온성 고분자의 흡착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PAA의 경우 본 시험에서 첨가한 최고 농도인 

100 ppm에서 마그네타이트의 제타전위가 약 -83 mv이며, PMA의 경우 

약 -73 mv였다. PAAMA의 경우 100 ppm이 첨가된 조건에서 약 -54 mv

로 가장 작은 변화를 보였으며, 제타 포텐셜의 크기는 PAA가 첨가되

었을 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3.1.4. 입도 분석 결과

음 이온성 고분자의 종류 및 첨가 농도가 마그네타이트의 응집 거

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시간에 따라 마그네타이트 입도를 

분석한 결과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PAA를 첨가한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입도 분석 결과를 Figure 7(a)

에 나타내었다. PAA 1 ppm을 첨가한 조건, 즉 농도비가 0.01(ppm, 분

산제/마그네타이트)일 때 시간에 따른 입도는 분산 직후 약 250 nm에

서 24 h 후 약 260 nm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PAA가 0.1 ppm이 첨가

된 조건에서는 분산 직후 약 300 nm에서 24 h 후 약 520 nm로 초기 

입도에 비해 73% 정도 증가하였으며, PAA가 10 ppm 첨가된 조건에

서는 분산 직후 약 250 nm에서 24 h 후 450 nm로 초기 입도에 비해 

80% 정도 증가하였다. PAA가 100 ppm 첨가된 조건에서는 분산 직후 

약 350 nm에서 24 h 후 470 nm로 초기 입도에 비해 28% 정도 증가하

였다. 농도비가 0.01 (ppm, 분산제/마그네타이트) 이외의 조건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입자들의 응집이 진행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PMA를 첨가한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입도 분석 결과를 Figure 7(b)

에 나타내었다. 투과율 측정 결과와 비교 하였을 시 농도비가 0.01 

(ppm, 분산제/마그네타이트)에서 다른 고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산 향상 효과가 우수하였지만, 입도 분석 결과는 모든 조건에서 입

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마그네타이트 농도가 입도분

석장치의 측정농도 한계치인 100 ppm으로 투과율 측정 시험 마그네

타이트 농도(1000 ppm)에 비해 1/10 수준의 농도이기 때문에 발생되

는 문제로 판단되며, 추후 정밀한 입도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예

정이다. 

PAAMA를 첨가한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입도 분석 결과를 Figure 7(c)

에 나타내었다. 농도비가 0.01 (ppm, 분산제/마그네타이트)인 1 ppm

의 PAAMA를 첨가한 조건에서 분산 직후 초기 입도는 약 300 nm이

며, 24 h 후의 입도 역시 약 300 nm로 입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0.1 ppm을 첨가한 조건에서는 분산 직후 약 250 nm에서 24 h 후 약 

400 nm로 초기 입도에 비해 60% 정도 증가하였으며, 10 ppm 첨가한 

조건의 분산 직후 입도는 270 nm에서 24 h 후 380 nm로 초기 입도에 

비해 40% 정도 증가하였다. 100 ppm 첨가한 조건에서 분산 직후 입

도는 약 290 nm에서 24 h 후 약 450 nm로 초기 입도에 비해 55%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PAAMA의 응집 거동 역시 PAA와 유사

하게 농도비가 0.01 (ppm, 분산제/마그네타이트) 이 외의 조건에서는 

입자들의 응집이 진행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3.2. 고찰

염기성 수용액 환경에서 음 이온성 고분자의 첨가가 마그네타이트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침강 시험, 투과율 측정, 제타전

위 측정, 입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타전위 측정 결과 분산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Figure 6). 제타전위의 상승은 입자 간 반발력이 증가함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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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wo different types of polymer adsorption on a particle.

타내며, 이는 응집에 대한 저항이 커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침강 시험 

및 투과율 측정 결과에서 분산 향상 효과는 분산제 첨가 농도에 비례

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농도비(ppm, 분산제/마그네타이트)

가 0.01일 때까지 제타전위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분산 상태가 비례적

으로 향상되었으나, 농도비가 0.01 이상에서는 제타전위는 상승하지

만 분산 상태는 농도비 0.01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쇄하는 경향을 

보인다(Figures 3∼5). 농도비가 0.01 이상일 경우 분산성이 상대적으

로 감쇄하는 경향은 Figure 7에 보인 바와 같이 PAA와 PAAMA의 입

도 변화에도 반영되었다. 농도비가 0.01인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입

도 변화가 없어 응집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지만, 농도비 0.01 이상에

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입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마그네

타이트의 분산성 향상이 극대화되는 임계 분산제 농도가 존재하는 것

을 의미하고, 임계 분산제 농도 이상에서 분산성이 감쇄하는 이유는 

분산제가 마그네타이트의 응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분산제 첨가 시 임계농도까지 분산성이 향상되는 이유는 정전기적 

효과(electrostatic effects)에 기인한다. 마그네타이트 입자는 전기 이중

층에 의한 정전기적 표면 전위(제타전위, zeta potential) 효과를 이용

하여 입자 사이에 반발력을 부여하면 응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안

정한 콜로이드 시스템을 유도할 수 있다. 입자들 사이 반발력의 크기는 

식 (2) (근사식)에 의해 도출된다. 입자 간 반발력의 크기가 증가할수

록 더욱 안정한 분산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제타 전위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따라서 염기성 환경에서 마그네타이트 표면에 음 

이온성 고분자의 흡착은 음(negative)의 값을 형성하는 마그네타이트

의 제타전위를 더욱 상승시켜 이들의 응집 저항에 도움을 준다[5-9].



                     (2)

ζ = 제타 포텐셜

Ɛ = 유전율(Permittivity 8.854 × 10
-12

 × 80 Fm
-1

, Water)

ɑ = 입자의 반지름

h = 입자간 거리  

k = 0.0382 × 10
10 

(cz
2
/mol⋅dm

-3
) 

(c : 전해질의 농도, z : 이온의 가수)

그러나 임계농도 이상에서 제타전위가 상승함에도 분산성이 감쇄

되는 이유는 제타전위에 의한 정전기적 효과 외에 다른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13에 입자 표면에 흡착된 

고분자들의 두 가지 형태를 나타내었다. 입자 표면에 흡착된 고분자

들은 입자를 둘러쌓아 코팅 막을 형성하여 응집에 대한 저항성을 부

여할 수도 있지만, 표면을 모두 덮을 정도로 고분자 분산제의 농도가 

증가하면 흡착된 고분자들에 의해 오히려 응집이 유도될 수도 있다. 

이는 임계 농도 이상에서 서로 다른 입자 표면에 흡착이 농축된 고분

자 사슬끼리의 상호작용에 의한 다리 놓기를 통해 입자의 응집이 유

도되어 분산성이 감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17-19].

마그네타이트 입자의 분산에서 제타전위는 주요한 척도가 되지만 

높은 농도의 고분자 분산제가 첨가될 경우 다른 응집 메커니즘이 작

용하여 분산성이 감쇄한다. 그러므로 현장 적용 시에는 분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분산제 종류, 철 산화물 농도, 분산제-철 산화물의 

농도비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조건을 결정한 후 적용되어야 한다. 

4. 결    론 

음 이온성 고분자가 마그네타이트의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침강시험, 투과율 측정, 제타전위 측정, 입도 측정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염기성 환경에서 마그네타이트의 분산성은 첨가되는 음 이온성 

고분자의 농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농도

비를 이룰 때 분산효과가 극대화되었다. 본 시험에서는 농도비가 0.01 

(ppm, 분산제/마그네타이트)일 때 분산 향상 효과가 현저하였다.

2) 염기성 환경에서 마그네타이트의 제타전위는 음 이온성 고분자 

첨가 농도에 따라 음의 방향으로 상승하여 반발력 또한 증가하지만, 

침강 시험 및 투과율 측정시험 결과 일정 농도 이상에서 제타전위의 

크기와 분산성이 비례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입자 표면에 과

량으로 흡착된 고분자들의 가교에 의한 응집으로 인해 분산 상태가 

감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PAA와 PAAMA를 첨가한 조건에서 마그네타이트 입자의 시간에 

따른 입도 분석결과 농도비가 0.01 (ppm, 분산제/마그네타이트)일 때 

응집은 진행되지 않거나 천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외의 농도에

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응집이 진행되어 입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그네타이트를 포함한 여러 금속산화물이 수질에 불순물로 함유

되어 있을 때 이들의 분산을 이용한 제거를 위해서는 적용환경(수질

환경, 철농도)을 고려한 철-분산제 농도비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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