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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응집공정에서 생성되는 플럭의 성상을 가시화하여 PACC의 응집 특성을 고찰하였다. 인공 원수내

탁질 입자의 제타전위는 pH 8~9에서 영으로 수렴하였고 이 영역에서 TDS와 전기전도도가 최소값을 나타내 주었다.

급속 및 완속 교반의 최적 혼화강도가 관측되었으며, 특히 탁도의 제거에 있어서는 급속교반의 속도경사가 가장 낮은

95.1 sec−1에서 최대의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급속교반 후에는 3~5 µm의 작은 입자가 급격히 생성되었으며 교반강도

가 클수록 더 많은 수의 입자가 생성되었다. 완속교반이 진행될수록 3~5 µm의 작은 입자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7~21 µm의 중간 크기의 입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주었다. 23 µm 보다 큰 입자의 경우는 급속교반의 속도경사가

95.1 sec-1에서 가장 많은 수가 생성되었고, 3~5 µm의 작은 입자의 경우에는 급속교반의 속도경사가 760.7 sec−1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었다.

Abstract − The characteristic floc growth of Al-based coagulants was investigated in the aspect of mixing intensity

and visualization of generated flocs during coagulation and flocculation processes. Zeta potential of turbid particles in

the artificial water nearly approached to zero at pH 8-9, in which TDS and conductivity were minimized. The removal

rate of turbidity and phosphate was maximized at the optimal mixing intensity of rapid and slow mixing stages. After the

rapid mixing stage of coagulation process, small particles (3-5 µm) were abruptly generated, and higher mixing inten-

sity made more numbers of flocs. With the progress of slow mixing stage, the number of small particles were decreased

with the simultaneous increase of intermediate particles (7-21 µm). The number of large particles (>23 µm) were max-

imized at the lowest rapid mixing intensity of 95.1 sec-1, whereas small particles (<5 µm) were maximized at the highest

rapid mixing intensity of 760.7 s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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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연수에 존재하는 불순물들은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

물들인 유기성 물질과 침적토, 점토 등의 입자성 무기 물질로 분류

할 수 있다. 수처리에 있어서 응집/응결 공정들은 분산된 콜로이드

성 입자를 제거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침전공정과 연계하여

원수내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콜로이드 입자를 불안정화시켜 커다

란 플럭으로 뭉치게 하는 것이다[1]. 최근에는 질소와 인의 함량이

많은 조류성 유기물질이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조

류가 생산하는 유기성 물질이 응집제와 결합하여 용해성 알루미늄을

만들고 다량의 응집제를 투입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2].

수처리에 사용되는 응집제는 입자 간의 인력과 반발력을 적절히

최적화하여 서로 뭉칠 수 있게 하는 화학첨가제이다. 일반적으로 응

집제가 적게 들어가면 미세입자는 그냥 잔류하게 되고, 과량으로 들

어가게 되면 입자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여 원수내의 입자 안정도는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최대의 응집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응집제

가 적절한 양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응집종의 수화반응에 수산화물

형성을 최소화하도록 빠르게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3]. 원수 중

에 존재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응집처리 공정의 효율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 응집제의 종류, 첨가물 효과, 염기도 변화, 그밖에 수

력학적 인자들(혼화강도, 투여지점)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나 원수 중에 포함된 오염 성분이 매우 다양하여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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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4].

응집반응에 의해 형성된 플럭은 교반에 따른 1차 입자의 뭉침

(aggregation)과 유체의 전단력에 의한 플럭 붕괴(breakup)간의 균형

에 의해 유지된다. 플럭 성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크게 물리

화학적 인자들(응집제의 종류, 응집제 투여량, pH, 온도, 입자의 표

면특성)과 수력학적 조건들(혼화강도, 체류시간)로 나눌 수 있다[5].

Francois(1988)는 플럭의 4가지 성장 단계를 제안한바 있다[6].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미세플럭의 생성이 주로 흡착에 의한 불안정화된

1차 입자의 뭉침에 의해 생성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1차 입자와

미세 플럭 간의 체거름 응집에 의해 플럭의 성장이 진행된다. 세 번

째 단계에서는 1차 입자를 거의 다 소비하여 플럭의 성장이 느리게

진행되며, 이때 평균적으로 최대의 플럭 사이즈를 갖게 된다. 마지

막 단계에서는 플럭의 숙성(aging) 과정이 진행되며 이때 사이즈의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플럭이 성장하는 완속교반 단계에서는 플럭

이 깨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혼화강도가 필요하다[7,8]. 

알루미늄계 응집제의 경우에는 낮은 pH(pH<3) 조건하에서 Al3+

와 다른 양이온들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므로 1차 입자

간의 강한 결합력에 의한 플럭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pH가

중성에 가까울수록 불용성 수산화알루미늄의 형성으로 인해 1차 입

자 간 약한 수소결합에 의한 플럭의 성장이 이루어진다[9]. 많은 연

구자가 플럭의 평균사이즈와 혼화강도 간의 상관성을 고찰한 바 있

는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11]. 

, where (1)

이때 d는 플럭의 직경, G는 속도경사(sec−1), P는 물에 가해지는 동

력, µ는 유체의 점도(kg/m-sec), V는 반응조 체적(m3)을 나타내준

다[12]. 관계식 (1)에 따르면 속도경사가 증가할수록 플럭의 평균

직경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단단한 플럭이 형

성된다고 볼 수 있다. 동력 P의 계산은 (2)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다. 여기서 CD는 paddle의 형상계수로써 1.2~1.5 값을 가지며 A는

운동방향에 직각인 패들의 날개 면적(m2), ρ는 유체의 밀도 그리고

Vp는 교반기의 임펠러 회전수(rpm)에 따라 아래의 식으로 주어진다[13].

, where (2)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성분의 표준 조제수용액을 제조하여 pH에

따른 Al계 무기고분자 응집제의 응집성능을 고찰하였고, 또한 급속

교반 및 완속교반의 혼화강도(속도경사×교반시간)에 따른 탁도

및 인의 제거율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특히 일반적인 정수

처리공정상에서 침전 및 여과공정의 전단계인 응집교반단계에서 생

성되는 플럭의 성상을 가시화하고 생성된 플럭의 사이즈 및 입자

수를 측정하였다. 

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한 PACC(Polyaluminium calcium chloride, (주)워테

크사)는 10 wt％ Al
2
O

3 
함량의 무기고분자 응집제로써 염기도는 70％

이다. pH에 따른 원수내 탁질입자의 크기 및 제타전위는 Zeta-Plus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응집제 주입시 생성된 플럭의 사이즈는

PC(particle counter)를 이용하여 입자 크기별 분포를 측정하였다. 응

집반응에서 생성된 플럭의 성상은 고속 비디오카메라(MotionScope

2000, Redlake Imaging Co.)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얻었다.

MotionScope 2000은 초당 2,000장의 촬영이 가능한 기기로써 쟈-

테스터의 교반상태에서 생성되는 플럭들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

다. 또한, Conductivity Meter를 사용하여 원수의 conductivity, TDS,

resistivity를 측정하였다. 인의 분석은 산성조건하에서 PO
4

3
−와

Ammonium Molybdate, 아미노 시약과 반응시켜 molybdeum blue

화합물을 형성시키게 되면 530 nm 파장대에서 푸른색을 띠는

Molybdeum 화합물의 UV/Vis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ppm 단위의

인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에는 교반속도와 침전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소형응집교반

기(Flocculator 2000, KEMIRA사)가 나타나있다. 쟈-테스터의 일반

적인 표준혼화 조건은 급속교반 400 rpm(760.68 sec−1)에서 30초간,

완속교반 40 rpm(24.05 sec−1)에서 10분간 수행한 후 30분간의 정

치시간을 거쳐 응집반응을 진행하였다. 급속교반의 혼화조건은 각

각 100~400 rpm(95.1~760.7 sec−1)의 조건에서 30초간 수행하였고

완속교반의 혼화조건은 20~99 rpm(8.5~93.6 sec−1), 10~30 min의

조건하에서 최적의 혼화강도를 구하였다. 처리수의 상등액은 1.0 L

반응기 수면 5 cm 아래에서 샘플링 하였고 실험은 상온에서 진행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제수의 성상 및 응집효율

PACC를 이용한 응집실험에서 일정한 성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HACH사의 formazin으로 처리된 탁도 용액을 희석하여 원수로 사

용하였다[14]. Fig. 2(a)에는 원수의 pH 변화에 따른 전기전도도 값

과 TDS 값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Conductivity

Meter는 자체 상관관계식을 이용하여 측정된 conductivity를 TDS로

환산하므로 그 경향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pH 8~9 영역에서

전기전도도와 TDS값이 최소값을 보여주는데, 이는 전하를 띤 용존

성 입자들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존재함을 나타내준다. Fig. 2(b)

에는 조제수의 탁도는 20 NTU, 인농도 10 mg/L, 알칼리도 10 mg/L,

온도는 상온으로 유지하면서 원수의 pH 4~11에 따른 PACC(염기도

70％)의 응집효율을 고찰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 8~9

에서 가장 높은 탁도 및 인 제거율을 나타내 주었다. PACC의 탁도

d G
1 2⁄–

∝ G
P

µV
--------=

P
CDA

ρ
Vp

3

2
---------------------= Vp 0.70

π 0.06× rpm×

60
---------------------------------------≈

Fig. 1. Schematic diagram of mini-flocculator (Jar-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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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인의 제거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또한, 제타전위 값은 pH 8~9 사이에서 0으로 접근하고 있으므

로 응집효율이 가장 좋은 적정 pH로 판단된다[15].

3-2. 혼화강도에 따른 응집효율

Fig. 3에는 원수의 탁도를 12 NTU, 인농도 10 mg/L, 알칼리도

20 ppm/L, PACC 주입량을 15 ppm으로 하여 완속교반의 혼화강도

에 따른 탁도와 인의 제거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때 완속교반의 혼

화조건은 8.5~93.6 sec−1, 10~30 min의 조건하에서 최적의 혼화강

도를 구하였다. 급속교반이 95.1 sec−1, 30 sec일 때 완속교반의 Gt

값이 40,000 이상에서 탁도와 인의 응집효과가 가장 좋게 나타났

다. Fig. 4에는 급속교반이 494.1 sec−1, 30 sec일 경우에는 적정

Gt 값이 20,000~40,000에 탁도와 인의 최적 제거조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에 따르면 급속교반이 760.7 sec−1, 30 sec

일 경우에는 완속교반의 혼화강도가 응집효율에 미치는 효과가 뚜

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탁도 및 인의 제거에 있어서

일정한 급속 교반조건하에서(494.1 sec−1, 30 sec) 완속교반의 적

정 혼화강도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급속교반의 임펠

러 회전수가 100 rpm(95.1 sec−1)인 경우에 응집효율이 가장 좋게

나타났다.

Fig. 2. The characteristic measurements of artificial water with the variation of pH (initial conditions: 12 NTU, 10 mg/L of PO
4

3− , 20 mg/L of

CaCO
3
, PACC dosage=30 ppm): (a) Conductivity, TDS, and resistivity, (b) Removal rate and Zeta-potential. 

Fig. 3. The effect of slow mixing intensity, Gt, on the coagulation efficacy of PACC (initial conditions: pH8, 12 NTU, 10 mg/L PO
4

3− ,  20 mg/L of

CaCO
3
, 15 ppm dosage, rapid mixing=100 rpm & 30 sec): (a) residual turbidity, (b) residual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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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응집공정상 플럭의 가시화

응집제 주입에 의해 수중의 탁질 입자들이 엉겨 붙게 되면 이러

한 입자들의 엉김 형태를 플럭(floc)이라 한다. 이러한 플럭의 생성은

응집반응의 진행과정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응집반

응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원수의 탁도를 12 NTU, 인농도 10 mg/L,

알칼리도 10 mg/L, pH 8, PACC의 주입량 17 ppm의 조건하에서

급속교반 300 rpm & 30 sec, 완속교반 30 rpm & 20 min으로 하여

motion scope 2000을 사용하여 2분 간격으로 생성되는 플럭의 이미

지를 얻었다. Fig. 6에 따르면 완속교반이 진행됨에 따라 플럭의 크

기와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16분 이상 경과 후에는

더 이상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플럭의 성상이 입자 간의

충돌에 의한 뭉침 현상과 교반에 따른 플럭 붕괴 간의 균형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4]. Fig. 7에는 정치시간에 따른 플럭

의 변화를 5분 간격으로 촬영하였는데 정치시간이 경과할수록 플럭

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는 형성된 플럭의 무

게가 중력 침강이 가능한 충분한 사이즈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Fig. 4. The effect of slow mixing intensity, Gt, on the coagulation efficacy of PACC (initial conditions: pH8, 12 NTU, 10 mg/L of PO
4

3−,  20 mg/L of

CaCO
3
, 15 ppm dosage, rapid mixing=300 rpm & 30 sec): (a) residual turbidity, (b) residual phosphate. 

Fig. 5. The effect of slow mixing intensity, Gt, on the coagulation efficacy of PACC (initial conditions: pH8, 12 NTU, 10 mg/L of PO
4

3−,  20 mg/L of

CaCO
3
, 15 ppm dosage, rapid mixing=400 rpm & 30 sec): (a) residual turbidity, (b) residual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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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loc images captured by Motion Scope 2000 during slow mixing stage of 40 rpm & 20 min (initial conditions: pH8, 12 NTU, 10 mg/L of PO
4

3−,

20 mg/L of CaCO
3
, PACC dosage=17 ppm).

Fig. 7. Floc images captured by Motion Scope 2000 during sedimentation (initial conditions: pH8, 12 NTU, 10 mg/L of PO
4

3−,  20 mg/L of CaCO
3
, 17

ppm of PACC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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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응집단계별 입도 분포

응집 반응시 생성되는 플럭의 크기와 개수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해 시간별로 처리수를 샘플링하여 PC(particle coun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원수의 탁도는 12 NTU, 인농도 10 mg/L, pH 8의

조건하에서 PACC 주입량은 17 ppm으로 고정하였다. 급속교반 직

후 측정된 입자별 크기 변화는 Fig. 8에 나타나 있는데 급속교반의

속도경사가 100 rpm보다는 300, 400 rpm인 경우에 3 µm~5 µm의

작은 입자가 많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Fig. 9는 각 응집단계별 생성된 입자 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

다. 급속교반 직후 생성되는 입자의 크기는 대략 3~7 µm에 분포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 µm 이상의 입자는 거의 생성되지 않았다.

급속교반 직후 생성된 3 µm 입자의 경우에는 95.1 sec−1에 비해

494.1~760.7 sec−1이 거의 2배 이상 생성되었고 5~7 µm의 입자의

경우에는 400 rpm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µm 이상의 입자

는 급속교반보다는 완속교반 직후에 더 많이 생성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초기 교반 속도가 400 rpm의 경우에 7~13µm의 입자

들은 100 rpm, 300 rpm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5~21 µm의 입자들의 개수는 급속교반의 rpm에 따라 뚜렷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급속교반 직후 생성되는 입자

는 주로 3~5 µm에 분포하며 완속교반 직후 생성되는 10 µm 이

상의 입자는 오히려 급속교반의 rpm이 감소할수록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 주었다. 

Fig. 8. Particle size distribution after rapid mixing (initial conditions:

pH8, 12 NTU, 10 mg/L of PO
4

3−,  20 mg/L of CaCO
3
, 17 ppm

of PACC dosage).

Fig. 9. Particle size distribution after rapid mixing, slow mixing, and stationary stages (initial conditions: pH8, 12 NTU, 10 mg/L of PO
4

3−, 20 mg/L

of CaCO
3
, 17 ppm dosage of P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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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교반에 따른 입도 분포

Fig. 10은 완속교반의 진행에 따른 생성된 입자(7~21 µm)의 사이

즈 및 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급속교반이 300 rpm, 400 rpm

으로 증가할수록 생성된 입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완속교반이 완

결되는 시점까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반면에 100 rpm의 급

속 교반 후에 생성되는 7~13 µm의 입자들의 경우에는 일정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완속교반

이 진행됨에 따라 생성되는 15~21 µm의 입자들의 lag time은 점차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주었으나 급속교반의 rpm에 따른

입자 수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약 21 µm

의 입자의 경우에는 급속교반의 rpm에 상관없이 생성된 입자의 수가

거의 동일하였다. 급속교반 직후 생성되는 미세 입자는 주로 1차 입

자 간 충돌에 기인하며, 완속교반이 진행됨에 따라 생성되는 커다

란 입자들은 1차 입자와 미세플럭 간의 충돌이나 체거름 응집에 의

해 성장한다. 커다란 입자(> 21 µm)의 경우에는 플럭의 사이즈가 증

가할수록 입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주었다. 

Fig. 11은 생성된 입자의 크기가 23 µm~47.5 µm에 분포하는 경

우에는 급속교반 속도에 따른 플럭의 개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

다. 초기 급속교반속도가 가장 낮은 100 rpm의 경우에 플럭의 사이

즈가 증가할수록 커다란 플럭이 더 많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초기 급속교반 속도가 클수록 생성되는 플럭의 사이즈가 감소한

다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며, 따라서 생성된 플럭의 강도는 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16].

4. 결 론

알루미늄계 응집제인 PACC(polyaluminium calcium chloride, 염

기도=70％)를 주입시 생성되는 플럭의 성상을 가시화하였고 탁도와

인의 응집특성을 고찰하였다. 최적 응집의 적정 pH 8~9 범위에서

제타전위는 영으로 수렴하였고 전기전도도와 TDS는 최소값을 나타

내주었다. 혼화강도(속도경사×교반시간)가 PACC 응집제의 효율

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였는데, 탁도 제거율은 가장 낮은 100 rpm

의 급속교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급속교반이 300 rpm인

경우에는 완속교반의 적정 혼화강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혼화강도가 플럭의 성장 및 응집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나타내 준다.

급속 및 완속교반이 진행됨에 따라 플럭의 생성이 증가하였고,

완속교반의 최종단계에서는 플럭의 사이즈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입자 간의 충돌에 의한 응결과 교반에 따른 플럭 붕괴 간의 균

형에 의해 플럭의 성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급속교반 직후

생성된 입자는 3~5 µm의 사이즈가 우세하게 나타났고 급속교반의

속도경사가 클수록 생성되는 입자의 수도 증가하였다. 완속교반이

Fig. 10. Particle size variation (9-21 µm) during jar test time (initial conditions: pH8, 12 NTU, 10 mg/L of PO
4

3−, 20 mg/L of CaCO
3
, 17 ppm dosage

of P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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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수록 3~5 µm의 작은 입자는 감소하였고 7~21 µm 이상의 입

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주었다. 가장 낮은 100 rpm의 급속교

반에서 23~47.5 µm의 입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초기 급속교

반의 혼화강도가 감소함에 따라 커다란 사이즈의 플럭이 상대적으

로 많이 생성되는 경향을 나타내 주었다. 전반적으로 완속교반이 진

행됨에 따라 플럭의 사이즈와 lag time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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