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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modal flocculation describes the aggregation and breakage processes of the flocculi (or primary particles) and the
flocs in the water environment. Bimodal flocculation causes bimodal size distribution with the two separate peaks of
the flocculi and the flocs.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s and ionic species common in the water environment
increase the occurrence of bimodal flocculation and flocculi-floc size distribution, under the flocculation mechanisms
of electrostatic attraction and polymeric bridging. This study investigated bimodal flocculation and flocculi-floc size
distribution, with respect to the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 concentration and ionic strength in the kaolinitecontaining suspension. The batch flocculation tests comprising 0.12 g/L of kaolinite showed that the highest
flocculation potential occurred at the lowest xanthan gum (as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s) concentration, under
all the ionic strengths of 0.001, 0.01, and 0.1 M NaCl. Also, it was important to note that the higher ionic strength
resulted in the higher flocculation potential, at all the xanthan gum concentrations. The bimodal flocculation and
flocculi-floc size distribution became apparent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s, which had low and intermediate
flocculation potential. Besides the polymeric bridging flocculation, steric stabilization increased the flocculi mass
fraction against the floc mass fraction, thereby developing the bimodal siz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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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Flocs (Size-Varying)

250
응집은 개별 입자가 서로 엉겨 붙어 응집체를 형성하는 현
자 거동 및 운명을 결정하고, 수처리 공정에서는 입자성 오
염물질 제거에 활용된다(Oyegbile et al., 2016; SánchezMartín et al., 2012). 수자원 환경에서의 응집은 미세입자 거
동 및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써, 계절적인 영향과 함
께, pH, 온도, 이온강도, 고분자 물질 농도 등 수체의 다양한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Lee et al.,
2017). 특히, 수자원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단백질 및
당 고분자체로 구성된 생체고분자물질(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s, EPS)은 미세입자 간 정전기적 인력 증대, 입자간
가교 형성(bridging) 등 다양한 응집 메커니즘을 통해 응집을
증진시킨다(Lee et al., 2017; Sánchez-Martín et al., 2012;
Watanabe et al., 1999). EPS는 다양한 작용기를 가지며, 수
체 내 다양한 이온성 물질 및 미세입자와 화학적으로 활발하게
반응하고, 미세입자의 표면전하 개질, 전기적 이중층(Elec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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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수자원 환경에서 퇴적, 침식 및 이송과 함께 미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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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floc size distribution of the bimodal flocculation
with the two peaks by the flocculi and flocs.

Double Layer) 축소 등을 도모하여 미세입자 간 반발력을 감
소시키고 미세입자 간 결합력과 응집을 증대시켜 거대 응집
체를 형성한다(Lee et al., 2017; Lee et al., 2012; Tan et al.,
2012; Wotton, 2011).
응집은 미세입자 간 서로 결합하고 분리되는 과정이며, 다

응집(Bimodal Flocculation)을 발생시킨다.
이군집 응집은 응집핵, 응집체 상대적 작용에 의한 응집현
상을 의미하며, 수자원환경과 수처리 공정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군집 응집에 따른 입도분포(Particle/Floc Size Distribution)

양한 물리화학적 요인들이 응집에 영향을 미친다(Lee et al.,

는 응집핵, 응집체로 구성된 2개 봉우리를 가진다(Lee et al.,

2011). 가장 기본적인 응집 기작은 미세입자 표면전하 개질

2011; Zhang et al., 2019). Fig. 1은 이군집 응집에 의한 입도

및 입자 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응집으로, 이는 수체 이온

분포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응집핵은 약 10μm 부근에서, 응

강도 증대, 입자 표면전하 감소에 따른 미세입자의 전기적

집체는 약 100μm 부근에서 봉우리를 형성한다. 입도분포 상

이중층 축소 및 입자 간 척력 감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

응집핵, 응집체에 의한 두 개 봉우리는 명확히 구분되며, 일

반적으로 미세입자 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된 응집체

반적으로 응집핵에 비하여 응집체는 결합력이 다소 약하고

는 결합력이 강하여, 수자원 환경(하천, 호소, 하구, 연안 등)

밀도가 낮다(Lee et al., 2011; Zhang et al., 2019). 이군집 응

에서 수체 전단력에 의해 쉽게 파괴되지 않으며 주로 응집체

집은 생물학적 활동이 활발하고 EPS의 생산량이 많은 계절,

형성을 위한 기본단위인 응집핵(Flocculi)으로 존재한다(Bolto

환경에서 다수 발생하며, 수처리 공정 중 고분자 응집 공정

and Gregory, 2007; Oyegbile et al., 2016; Salopek et al.,

에서도 발견된다(Lee et al., 2011; Zhang et al., 2019). 이군

1992). 이와 같은 응집핵은 수중 EPS에 의해 거대 응집체(Floc)

집 응집에 대한 해석은 응집핵, 응집체 이군집 분포를 고려

를 형성하게 된다(Fig. 1)(Bolto and Gregory, 2007; Lee et

해야 하므로 응집체 단일군집 응집보다 복잡할 수 있으나,

al., 2012; Oyegbile et al., 2016). EPS는 미세입자 표면전하

보다 현실적이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수자

개질을 통한 정전기적 반발력 감소와 함께 미세입자 간 가교

원 환경 및 수처리 공정에서의 응집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형성(Bridging Flocculation)을 통해 응집핵을 거대 응집체로

해석과 이론 및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응집핵, 응집체 이봉

성장시킨다. 하지만, EPS에 의한 응집은 다양한 방해요소가

분포를 포함한 이군집 응집현상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

있으며, 모든 응집핵이 응집체로 성장하지는 않는다(Bolto

하다(Manning et al., 2006).

and Gregory, 2007; Hogg, 2013; Salopek et al., 1992). 대표

수중 응집핵-응집체 이군집 응집 기작을 규명하고 영향인

적으로, EPS가 과도하게 포함된 경우, EPS가 입자 표면에

자들을 파악한다면, 입자성 오염물질 관련 최적 수자원 관리,

과도하게 흡착되어 입자 간 가교 형성 및 응집을 방해하거

수처리 공정 운영에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군집 응집 현

나, 수중 이온강도가 낮을 경우 입자 표면전하의 반발력을

상은 수자원 환경 및 수처리 공정에서 다수 발생하지만, 이

감소시키지 못하여 입자간 가교 형성 및 응집이 저해되기도

와 관련한 선행 연구 사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

한다(Bolto and Gregory, 2007; Oyegbile et al., 2016; Salopek

서 본 연구는 수자원 환경, 수처리 공정에서 EPS 등 고분자

et al., 1992). 이와 같이 수중 미세입자는 EPS에 의해 응집체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이군집 응집 현상을 실험실 규모의 배

로 성장하며, 일부는 응집핵으로 잔존하게 되는데, 응집핵과

치(Batch)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응집핵-응집체 이군집 응집

응집체의 공존은 수자원 환경, 혹은 수처리 공정에서 이군집

에 대한 생성 기작 및 영향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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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s and Methods
2.1 EPS 및 미세입자
응집실험에 사용된 EPS는 Xanthan Gum(XG)으로 화학적
으로 다당류(Polysaccharide) 고분자 중합체의 형태이며, EPS
대표 물질로써 기존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GarciaOchoa et al., 2000; Passow, 2002; Villacorte et al., 2015).
XG은 pH의 변화에 둔감하며, 용매의 온도와는 무관하게 용
해가 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낮은 농도의 XG 용

(a)

액이라도 높은 점성을 가지고 입자 응집을 증진시키므로 다
양한 응집 실험에 활용되었다. XG 용액의 점성은 XG 농도
및 이온강도에 영향을 받으며, 미세입자에 대한 응집능을 결
정한다. XG 용액에 과량의 이온성 물질이 첨가될 경우, XG
고분자체 내부 정전기적 반발력의 감소로 쪼그라든 형태를
띠며 점도와 응집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rciaOchoa et al., 2000; Smith and Pace, 1982). 본 연구에서는
XG 용액의 XG 농도와 이온강도의 변화에 따른 따른 응집능
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100 mg/L XG 저장용액을 pH 7, 그
리고 각 0.001, 0.01, 0.1 M NaCl 이온강도 조건으로 조제하
여 개별 응집실험에 적당량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Kaolinite는 하천, 호수, 하구 등 수자원 환경에서 미세입자

(b)

Fig. 2. (a)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flocculation batch
experiment and (b) The experimental devices in the
batch experiment. LISST-200X measures particle-floc
size distribution at each time step.

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기존 응집 관련 연구에서 다수 활용되
어, 본 연구의 응집실험 또한 kaolinite를 대표 미세입자로써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aolinite(Sigma-Aldrich,

을 광산란 입도 분석기로 이송시켰으며, 측정 후 반응조로
순환하도록 응집실험 시스템을 구성하였다[Fig. 2]. 응집핵-

USA)의 개별 입자 크기는 0.1∼0.4 μm 범위로 측정, 보고되

응집체 입도분포의 측정은 응집실험 시작 후, 매 30초 간격

었다. 1 g/L kaolinite 저장용액을 pH 7, 그리고 각 0.001,

으로 응집반응 안정화(평형상태)에 이를 때까지 측정하였다.

0.01, 0.1 M NaCl 이온강도 조건으로 조제하여 응집실험 전
희석하여 활용하였다.

2.3 입도분포 측정 및 분석
입도분석기(LISST-200X, SEQUOIA)는 하천, 항구, 해안

2.2 응집실험

및 해양에서 입자 크기 및 농도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수중

본 연구의 응집실험은 점토질(kaolinite) 현탁액에서 EPS

레이저 회절법을 기반으로, 입자 크기를 빛의 산란을 이용하

(XG)에 의해 발생하는 이군집 응집현상 및 입도분포를 관측

여 측정하는 분석기이다. 응용 분야에는 퇴적물 수송 연구,

하였으며, 특별히 이온강도와 XG 농도 변화에 따른 응집핵-

유해 해조류 등이 포함된다. 입자 크기 분포(Particle Size

응집체 이군집 입도 변화를 관측하고자 하였다. 응집실험의

Distribution, PSD)는 레이저 회절법으로 측정기를 통해 쏘아

조건은 이온강도는 0.1, 0.01, 0.001 M NaCl 3가지 조건과

진 빛은 용액 속의 입자에 의해 산란된다. 수신 렌즈는 산란

EPS 0.5, 1, 2, 5 mg/L XG 농도 4가지 조건에 대하여 총 12

광을 측정하여, 렌즈 뒤 초점면에 광산란 각도에 따라 특수

회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Kaolinite 농도는 모든 응집실험에

광센서를 배치한다. 다양한 산란각도에 대한 광센서는 입자

대하여 0.12 g/L로 고정하였다. 응집실험 전 각 0.1, 0.01,

의 크기별 산란광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도

0.001 M NaCl 조건 하 100 mg/L XG, 1 g/L kaolinite 저장

분포를 측정한다. LISST-200X는 측정 범위 1∼500μm에 36

용액을 제조하였고, 각 응집실험 시 XG 및 kaolinite 저장용

개의 광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액을 적정 희석비율로 2 L 표준 쟈테스터 반응조에 투여하
였다. 각 응집실험 시, 각 0.1, 0.01, 0.001 M NaCl 희석용액

2.4 응집핵-응집체 이군집 입도분석

과 kaolinite 저장용액 일정량을 반응조에 투여하고, 급속 혼

일반적인 정규분포는 크기가 큰 입자에 비해 작은 입자의

합 후 각 0.5, 1, 2, 5 mg/L XG 농도에 해당하는 희석비율로

분포가 강조되기 때문에 응집에 따른 입도분포 분석에 적합

100 mg/L XG 저장용액을 주입하였다. 모든 용액의 pH는

하지 않으므로, 로그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측정된 입도분포

7.0로 고정하였으며, 최초 저장용액을 조제 시, 그리고 응집

를 분석하였다(Lee et al., 2011; Zhang et al., 2019). 로그 정

실험 직전에 재조정하였다. 응집실험은 표준 쟈테스터를 이

규분포는 입도분포가 작은 쪽으로 편향된 경우 주로 적용된

용해 수행했으며, 교반속도는 최초 2분간 250 rpm 급속교반

다(Heintzenberg, 1994; Thomas, 1987). 본 응집실험에서 관

후, 100 rpm의 교반속도를 유지하였다. 응집핵-응집체 입도

측된 응집핵-응집체 이군집 입도분포는 2개의 로그 정규분포

분포 실시간 측정을 위해, 펌프를 이용하여 반응조 내 용액

를 중첩시켜 나타낼 수 있으며, 아래의 이군집 입도분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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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군집 입도분포 식과 LISST-200X 입

핵, 응집체에 대해 P, F로 표현된다. LISST-200X 입도분석

도분포 관측 데이터의 곡선접합(Curve-fitting)을 통하여, 각

기는 부피농도를 입자 크기별로 차분화하여 나타내고, 이와

미세입자(응집핵), 응집체의 평균직경(DP, DF), 상대분율(WP,

같이 차분화 된 입도분포는 MATLAB (MathWorks, Inc.,

WF), 그리고 표준편차(σP, σF)를 평가한다.

USA) fit 함수를 활용하여 이군집 입도분포 곡선에 접합하였








다 (Eqn. (1)). MATLAB fit 함수에서 응집핵, 응집체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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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직경(D), 표준편차(σ), 분율 (W) 범위를 지정하면 이군집
분포식에 반복적으로 곡선접합하여 응집핵, 응집체의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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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직경(D), 표준편차(σ), 분율(W) 값을 도출한다. 최적 곡
선접합 계수를 Eqn. (1)에 대입하면 두 개 로그 정규분포가
중첩되어 응집체-응집핵 이군집 입도 분포를 나타낸다(Fig. 1).
위의 이군집 입도분포 식과 관측 데이터의 곡선접합(Curvefitting) 시, 응집핵의 평균직경(DP)은 전반적으로 4∼6 μm로

여기서, D와 W는 각각 응집핵, 응집체 평균직경와, 상대분율

균일하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곡선 접합 시 응집핵의 평균

을 의미하며, σ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하첨자 i는 각 응집

직경은 5 μm로 고정하였다.

Fig. 3. (a) The contour plot for the floc size distribution (NaCl: 0.001 M, XG: 2 mg/L) over time, (b) The
floc size distribution at the initial growth phase, (c) The floc size distribution at the stead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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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a)는 본 응집실험의 응집핵-응집체 상호작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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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고, 이에 따라 응집핵 구간의 입도분포만 존재하고 있
다(Fig. 4(a)). XG 농도가 2.0, 1.0, 0.5 mg/L로 감소할수록
응집 평형상태에 이르는 시간이 줄어들며, 응집체 크기 및

이군집 응집현상의 대표적인 결과를 3차원 등고선 그래프로

상대분율이 증대되었다. 즉, XG 농도가 낮아질수록, 응집 반

나타낸 것이다. 0.001 M NaCl 이온강도에서 2 mg/L XG 농

응 속도가 증대되어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감소하며,

도일 때의 결과이며, 실험 초기에는 대부분 입도분포가 응집
핵으로 치우쳐 졌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응집을 통하여 응집
체의 분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응집체 크기 및 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5 mg/L XG 농도
에서의 입자 안정화 현상은 0.01 M NaCl 이온강도에서도 유
사하게 발생하였으나(Fig. 5(a)), 0.1 M NaCl 이온강도에서는

응집체 입도 피크가 최소(응집핵) 입도로부터 순차적으로 성

오히려 응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a)). 이와 같

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입도범위(50∼80 μm)에서 나타나

은 이온강도에 따른 응집 경향에 대한 논의는 후속 절에 자

수직적인 분율 증대가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시간이

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지나 입도분포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평형상태에서도 여전

고분자 가교 형성(bridging)은 일반적으로 수자원 환경 및

히 응집핵의 분포가 존재하고 응집핵-응집체의 이군집 분포

수처리 공정에 존재하는 현탁액의 응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를 유지하고 있다. 각 Fig. 3(b), 3(c)는 응집실험 초기와 평

현상으로, 개별 입자에 EPS가 입자에 흡착하고 입자 간을

형상태 도달 후 응집핵-응집체 이군집 입도분포를 나타내고

연결하는 가교를 형성하여 응집을 증대하는 현상이다(Bolto

있다. 응집실험 초기에는 응집핵의 입도분포가 대부분을 차

and Gregory, 2007; Kang et al., 2019). 현탁액 내 EPS와 입

지하지만, 응집이 진행될수록 응집핵의 분율은 저감되고 응

자 표면 간 친화성이 존재한다면 폴리머 사슬에 의한 흡착이

집체의 분율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부분 응집

일어나고 가교(bridge)를 형성할 수 있다(Bolto and Gregory,

실험 조건에서 유사한 이군집 응집의 경향을 보였으나, 각각

2007; Oyegbile et al., 2016). 고분자 사슬의 흡착 및 가교 형

반응 속도, 응집체 크기 및 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성이 일어날 때 폴리머 사슬이 길수록 거대 응집체가 형성된

본 연구 실험인자인 XG 농도와 이온강도에 따라 응집핵-

다. 하지만, 개별 입자에 흡착된 고분자 사슬이 다른 입자로

응집체 이군집 응집 거동이 크게 변화하였다. 먼저, Fig. 4는

뻗어나가 흡착하기 위해서는 입자 표면의 흡착 사이트가 충

0.001 M NaCl 조건에서의 각 XG 농도에 따른 이군집 입도

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현탁액 내 높은 고분자 농도로

분포 변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5 mg/L XG 농도의 경우 응집

인하여 고분자 사슬이 입자표면에 과도하게 흡착, 피복되면

이 일어나지 않았고, 즉 입자(응집핵) 안정화(Stabilization)가

입자 간 고분자 가교 형성을 방해하고, 응집속도 및 응집능

Fig. 4. The bimodal particle-floc size distribution at the experimental conditions of 5, 2, 1, 0.5 mg/L XG concentration
and 0.001 M NaCl ionic concentration with increasing time. W and D indicate the volumetric concentration and
the diameter of each particle-floc siz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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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bimodal particle-floc size distribution at the experimental conditions of 5, 2, 1, 0.5 mg/L XG concentration
and 0.01 M NaCl ionic concentration with increasing time. W and D indicate the volumetric concentration and
diameter of each particle-floc size class.

Fig. 6. Bimodal particle-floc size distribution at the experimental conditions of 5, 2, 1, 0.5 mg/L XG concentration and
0.1 M NaCl ionic concentration with increasing time. W and D indicate the volumetric concentration and
diameter of each particle-floc size class.
한국물환경학회지 제36권 제3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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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감시킬 수 있다(Bache and Gregory, 2007; Bolto and

로, 앞 서 0.001 M NaCl 이온강도 조건과 유사하게, 0.01 M

Gregory, 2007; Lu and Pelton, 2001).

이온강도 조건에서 XG의 농도가 가장 높은 농도인 5 mg/L

본 연구에서는 XG 농도가 0.5 mg/L로 감소할수록 응집이

에서는 응집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며, 2 mg/L, 1

증대되었으나, 반대로 5 mg/L로 증가할수록 응집 반응속도

mg/L, 0.5 mg/L로 XG 농도가 감소할수록 응집 반응 평형상

와 응집체 크기 및 분율 감소, 즉 입자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감소되었으며, 응집체 상대분율 및 크

이와 같은 경향은 0.001, 0.01, 0.1 M NaCl 이온강도에서 모

기가 증대되었다. 0.1 M NaCl의 경우, 0.01, 0.001 M NaCl

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응집실험에 사용된 XG은

실험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XG의 농도가 가

음이온성 작용기(carboxyls, phosphates, sulfate esters 등)를

장 높은 5 mg/L에서 응집 반응이 발생하였고, 응집 반응 후

가진 고분자 구조체로써 음이온성 고분자 전해질(Anionic

응집체 크기 및 상대분율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Fig. 6).

Polyelectrolyte)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음이온

이는 이온강도가 응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성 고분자 전해질이 포함된 점토질 현탁액 응집실험을 수행

적으로 이온강도가 높을수록 입자 간, 혹은 입자-고분자 간

한 결과, 음이온성 고분자 전해질 농도가 증가할수록 음이온

척력을 감소시켜 응집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고분자체 흡착에 따른 입자 표면 음전하 증대, 또는 과도

Fig. 7은 각 XG 농도 및 이온강도에 대하여, 이군집 입도

한 표면 흡착, 피복에 의한 입자 안정화가 발생함이 보고된

분포 데이터-분포식 (Eqn. (1)) 간 곡선 접합에 의해 산출된

바 있다(Lee et al., 2012). 고분자체의 과도한 흡착, 피복에

응집체 부피 분율(WFloc)의 시간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따른 입자 안정화의 기작은 Steric Stabilization으로 널리 알

각 XG 농도 조건 별 이온강도에 따른 응집핵-응집체 이군집

려져 있고, 응집실험에 사용된 XG의 음이온성 고분자 전해

응집 경향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실험 현탁액의 이온강도

질로써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관측된 높은 XG 농

가 증대될수록 응집체 부피 분율과 응집 반응속도 증가, 즉

도에서의 입자 안정화 현상은 Steric Stabilization 기작에 의

응집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5 mg/L XG

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도의 경우(Fig. 7(a)), 0.001M, 0.01M NaCl 이온강도 조건

Fig. 5, 6은 각 0.01 M NaCl과 0.1 M NaCl 이온강도 조건

에서는 입자 안정화(Stabilization)에 의하여 응집체 분율의 증

에서의 농도별 이군집 입도분포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으

가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0.1 M NaCl 이온강도 조건에서는

Fig. 7. The relative volumetric fraction of flocs at the experimental conditions of 5, 2, 1, 0.5 mg/L XG concentration
and 0.001, 0.01, 0.1 M NaCl ionic concentration with increas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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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 반응에 의거하여 응집체 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

5 mg/L XG 농도 조건과 유사하게, 2, 1, 0.5 mg/L XG 농도

인할 수 있다. 2, 1, 0.5 mg/L XG 농도 조건에 대해서도(Fig.

조건에서도 높은 이온강도는 입자 간 정전기적 척력을 감소

7(b), (c), (d)), 일부 예외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온강도가

시키고, 응집을 증대시킴에 따라, 응집반응 속도와 응집체

비교적 높은 0.1 M NaCl일 때 응집 평형상태에 이르는 시간

상대 분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 짧은 것으로, 즉 응집 반응 속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Fig. 7(b) 2 mg/L XG 농도 조건에서, 0.01 M,

4. Conclusion

0.1 M NaCl 이온강도 조건 간 응집능의 우열이 명확히 나타나
지 않았으며, Fig. 7(d) 0.5 mg/L XG 농도 조건에서도 0.001 M,

본 연구는 Kaolinite 현탁액에서 EPS 및 이온강도가 응집핵-

0.01 M NaCl 조건 간 응집체 부피 분율의 경향이 매우 유사

응집체 이군집 응집 기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aolinite

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 실험조건 별 응집능의 명확한 우

현탁액의 XG 농도가 낮아질수록, 이군집 중 응집핵 부피 분

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XG 농도, 이온강도
에 대하여 응집능이 선형적으로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문턱
(Threshold) XG 농도, 혹은 이온강도에서 급격히 증감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Fig. 7(b) 2 mg/L XG 농
도 조건에서, 0.001∼0.01 M 사이에 문턱 이온강도가 존재
하여 응집능(즉, 응집체 부피 분율 및 응집속도)이 급격히 증
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턱 이온강도를 넘어선 0.01 M, 0.1
M NaCl 이온강도에서의 응집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7에 청색점(선)으로 표시된 0.01 M NaCl 이온강
도 조건에서의 응집 실험결과는, 5∼2 mg/L XG 농도 구간
에서 문턱 XG 농도가 존재하여 응집능이 급격히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턱 XG 농도 및 이온강도에서의 급격한
응집능 변화 추이 관측을 위해, XG 농도 및 이온강도 실험조

율은 감소하고 응집체 분율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응집 반응속도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
여, 과도한 XG 농도는 입자 간 고분자 가교 형성을 방해하고,
입자 안정화를 도모하여 응집을 저하시킴 파악하였다. 그리
고, 각 XG 농도 조건에 대하여, 이온강도가 증가할수록 응집
체 부피 분율과 응집 반응속도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온강도는 입자 간 정전기적 척력을 감소시켜 응집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집핵-응집체 이군집 응집 및
입도분포는 응집능이 비교적 낮은 실험조건에서 명확하게 나
타났으며, 응집능이 높게 나타난 실험조건에서는 응집체 분
율에 대한 응집핵 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군집 분포가 사
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점토질 현탁액에서의 이
군집 응집 기작을 규명하였으며, 본 연구의 실험방법론과 결

건을 세밀하게 구축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는 다양한 물리, 수질화학적 인자들에 따른 이군집 응집기

수중 이온강도는 수체의 전기, 화학적 성질과, 또한 입자를

작 규명을 위한 선수 연구로써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

둘러싸는 표면전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rcia-

다. 응집핵-응집체 이군집 응집 기작에 대한 연구결과는 수

Ochoa et al., 2000; Kang et al., 2019; Wang et al., 2013).

자원환경에서의 탁수(개별입자, 응집핵) 및 퇴적물(응집체)

일반적인 수중 입자 표면은 전기적으로 하전된 상태로 양전

문제, 수처리 공정에서의 응집공정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

하 혹은 음전하를 띈다. 이때 입자-수체 간 계면에는 입자가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띄는 전하와 반대의 전하들이 밀집하여 층을 이루는데 이렇
게 생성된 층을 고정층이라고 하며, 그 바깥에 비교적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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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이온들이 결합되어 섞여있는 확산층과 함께 전기적
이중층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이중층은 수체에 존재하
는 이온의 양에 따라 크기와 힘이 달라지며, 이는 곧 입자의
안정성을 나타낸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장 바
깥쪽인 확산층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더욱 가까워지면 입
자가 띄는 동종 전하에 의해 서로 밀어내려는 반발력이 강해
지고 응집을 방해, 저감한다. 하지만 입자 간 van der waals
인력이 존재하며, 이를 통하여 정전기적 척력을 상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척력-인력의 균형관계에 있어서, 수체가 가
지는 전기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에너지 장벽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Pillai, 1997). 고농도 전해질은 이중층 내의
이온 농도를 증가시키고 확산층 두께를 감소시키고, 표면전
하를 크게 감소시켜 에너지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고, 입자
간 척력 감소와 함께 응집을 증대시킬 수 있다(Pillai, 1997).
기존 입자 표면 화학 이론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5 mg/L
XG 농도 조건에서, 0.001, 0.01 M NaCl 이온강도 조건은 입
자 간 척력이 우세하여 응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며, 이에 반하여 0.1 M NaCl 이온강도 조건은 입자 간 정전
기적 척력을 감소시키고 응집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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