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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sediment remediation using micro-bubble to remove fine particles. For this study,
characteristics of contamination and release in sediment were analyzed. And then, the characteristics of bubbles on removal
efficiency was investigated at various operation conditions. In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s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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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 and total phosphorus (TP) of the sediment were 2,790~3,260, 2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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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on conditions of microbubble, it was the highest when operation condition is pressure 6 atm, pressurized water ratio 30%, and coagulant dosage 15 ppm.
At the time, the sediment’s removal efficiency was 19.9%. Accordingly removal efficiency of TN and TP were 21.4, 22.6% respectively. Finally a research was found that fine particles in sediment were almost removed by micro-bubble, which led to decrease
nutrients’ release at about 20.1~64.3% in comparison to sediment including lots of fine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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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미세기포를 이용하여 하천 및 호수의 퇴적물 내 영양염류 제어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호수에서 퇴적물을 채취하여 용출 특성 실험 및 기포를 이용한 퇴적물 및 영양염류 제거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 점토와 실트(<0.075 mm)비율은 약 7.7%, 모래(0.075~4.75 mm)는 약 67.8%, 자갈은(≥4.75
mm) 약 24.5%로 나타났다. 총질소(T-N), 총인 (T-P), 강열감량은 각각 2,790~3,260 mg/kg, 261~311 mg/kg, 4.1~9.6%로 나타났
다. 퇴적물의 입도별 T-N과 T-P을 분석한 결과, 입도가 클수록 퇴적물의 T-N와 T-P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입도가 클수록 비표면적이 작아져 흡착되는 오염물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포의 특성에 따른 퇴적물의 제거
효율을 분석한 결과, 압력 6기압, 순환률 30%, 응집제 주입량 15 ppm의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을 때 퇴적물의 제거율이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때의 T-N, T-P의 제거효율도 21.4,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전조건을 고정시키고 기
포 주입횟수를 증가시키면서 T-N과 T-P의 제거효율을 살펴본 결과, 주입횟수 2회까지 T-N과 T-P의 제거효율은 높았으나, 3
회부터는 제거효율이 낮아짐에 따라 주입횟수가 증가하더라도 제거효율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미세입자가
제거된 퇴적물의 영양염류 용출량은 미세입자를 제거하지 않은 퇴적물의 용출량보다 약 20.1~64.3% 정도 감소함을 알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미세기포를 퇴적물에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방안은 퇴적물 및 퇴적물에서의 영양염류 용출을 제어하는 효과
적인 방안으로써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용존공기부상공정, 미세기포, 퇴적물, 미세입자, 영양염류

1. 서 론

4)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적용되고 있다.2) DAF 공정은 공기가 용존된 가압수를 대

그러나 호소수의 오염은 외부오염원뿐 아니라 내부오염
원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저층퇴적물의 미세입자에 축적된
오염물질은 조류발생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수중의 부유물
질과 조류만을 제거해서는 호소수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
선하기 어렵다.5) 따라서 호소수의 내부오염원으로 작용하
는 저층의 퇴적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저층의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기압에 분사하여 큰 기압차에 의해 기포를 발생시키고, 기

준설이다. 그러나 준설은 퇴적물을 한꺼번에 제거함으로써

포의 부상력을 이용하여 수중의 오염물질을 수면 위로 분리

동·식물의 서식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파괴시킨다.

하는 수처리 기법이다.3) 특히, DAF 공정은 저밀도 조류나

그러므로 수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오

산업 활동이 증가하고 외부오염원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
수계의 호소수에 오염물질의 유입이 증가하였다.1) 이에 따
라 부영영화가 촉진되면서 조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녹조현상을 해결하기 위
해서 용존공기 부상분리법(Dissolved Air Flotation, DAF)이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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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물질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부상공정을 이용하여 수중의 부유물질과 조류를
제거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7,8) 그
러나 부상공정을 통하여 퇴적물을 정화함으로써 수질을 개
선하고자 하는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상공정의 미세기포를 이용하여 부영
양화 및 녹조발생의 요인 중 하나인 퇴적물 내 영양염류를
제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압수를 이용하는 용존 공기
부상분리공정을 적용하고, 기포의 특성 및 운전조건에 따른
퇴적물의 미세입자 및 퇴적물 내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을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Fig. 2. Schematic diagram of release experiment.

2.1. 퇴적물 시료 채취
본 연구에 사용된 퇴적물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관
악호수공원 3개 지점에서 채취하였다(Fig. 1). 채취한 퇴적물
은 현장에서 밀봉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으며, 건조기에서
110℃로 24시간 건조시켰다. 건조한 시료는 균등한 입도분
포를 위하여 4 mm의 표준체로 거른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용출실험은 칼럼(60 mm × 500 mm)에 퇴적물 50 ± 0.1 g
과 증류수 약 970 mL를 넣고 호기성 조건에서 진행하였으
며(Fig. 2), 매일 퇴적물 바로 위 상등수 100 mL를 채수하
여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T-P, T-N, NO3-N, NH3-N,
PO4-P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상등수를 채수한 후, 이를 보
충하기 위하여 같은 양의 증류수를 칼럼에 채워 넣었다. 실
험실의 내부 온도는 20±℃으로 유지하였다.

2.2. 퇴적물 분석
2.2.1. 퇴적물 성상 분석
채취한 퇴적물의 성상 및 오염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
도분석, T-P, T-N, 강열감량, 수분함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Table 1과 같다.
2.2.2. 퇴적물 용출실험
퇴적물 내 영양염류의 용출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용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2.3. 부상분리 실험
2.3.1. 기포의 특성 및 운전조건에 따른 퇴적물 및 영양염
류 제거효율 분석
미세기포 특성 및 운전조건에 따른 퇴적물 및 영양염류
제거효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칼럼에 시료를
넣고 압력, 가압수 비율, 응집제 주입량, 기포 주입횟수를
변경하면서 부상분리 실험을 수행하였다. 칼럼에 건조된 퇴
적물 50 ± 0.1 g과 증류수 약 970 mL을 넣고 15분간 침강시
킨 다음, 기포 생성을 위해 가압수를 주입하였다. 5분간 부
상분리 후에 칼럼 상층부에서 부상된 슬러지를 채취하여
입도분석과 슬러지 중의 T-P, T-N를 측정하였다.

Fig. 1. Gwanak Lake Park.
Table 1. Analysis methods of sediments
Analysis item
Particle-size
distribution
T-P
T-N
Ignition loss

Method of analysis
Sieve analysis
Decomposition method by nitric acid-hydrochloric
acid
Kjeldahl's method
Standard analytical method for wastes

Water content Standard analytical method for soils

Fig. 3. Schematic diagram of sediment removal experiment using
micro-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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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채취 후 30분 후에 칼럼에 잔류하는 퇴적물을 전
량 회수하여 110℃에서 완전 건조한 후, 건조퇴적물의 무
게를 0.001 g까지 측정하였다. 퇴적물 및 영양염류의 제거효
율은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퇴적물 제거율 (%) =

Wsb — Wsa
× 100
Wsb

(1)

영양염 제거율 (%) =

(Wsb — Wsa) C r
× 100
WsbC s

(2)

여기서, Wsb: 기포 주입 전 퇴적물의 건조중량(g)
Wsa: 기포 주입 후 퇴적물의 건조중량(g)
Cs: 부상분리 전 퇴적물 중의 T-N, T-P (µg/g)

Fig. 4. Grain size distribution curve.

Cr: 부상분리된 퇴적물 중의 T-N, T-P (µg/g)
Table 2. Nutrients concentration, ignition loss, and, water content

2.3.2. 퇴적물 제거가 영양염류 용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퇴적물의 제거가 영양염류 용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부상분리 실험을 수행한 다음 24시간 후부터 매
일 100 mL씩 채수하여 T-P, T-N, NO3-N, NH3-N, PO4-P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채수한 시료수는 같은 양의 증류수를
칼럼에 채워 넣어 보충하였다. 실험실의 내부 온도는 20±℃
으로 유지하였다.

of sediments
Site

T-N
(mg/kg)

T-P
(mg/kg)

Ignition loss
(%)

Water content
(%)

site 1

3,590

262

4.3

32.9

site 2

3,550

266

4.1

37.4

site 3

3,540

313

9.6

53.2

퇴적물 입자크기별 총질소와 총인 분석결과, <0.075 mm
에서는 총인과 총질소가 각각 3470 mg/kg과 359 mg/kg,

3. 결과 및 고찰

0.075~0.125 mm에서는 2930 mg/kg과 289 mg/kg, 0.125~
0.150 mm에서는 2580 mg/kg과 273 mg/kg, 0.150~0.250

3.1. 퇴적물 특성 분석

mm에서는 2480 mg/kg과 232 mg/kg, 0.250~0.50 mm에서

3.1.1. 성상 및 오염특성 파악
퇴적물의 입도를 분석한 결과, 점토와 실트는(≤0.075 mm)
약 7.7%, 모래(0.075~4.75 mm)는 약 67.8%, 자갈(≥4.75 mm)
약 24.5%의 분포를 나타냈다(Fig. 4).
퇴적물 내 T-N과 T-P의 함량은 각각 2,760~3,260 mg/kg,
261~311 mg/kg로 나타났다. 강열감량은 4.1~9.3%, 수분함
량은 32.9~53.2.%로 나타났다(Table 2).

는 1580 mg/kg과 142 mg/kg, 0.50~2.0 mm에서는 1980 mg/

Fig. 5. Total concentration of nutrients and particl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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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과 206 mg/kg, 2.0~4.75 mm에서는 380 mg/kg과 206 mg/
kg이 검출되어, 입자크기가 커질수록 총질소와 총인의 함
량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5). 이 연구결과는 기
존연구자들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입
자크기가 커짐에 따라 비표면적이 줄어들면서 흡착되는 오
염물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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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0.10 mg/L에서 작은 폭으로 감소하다가 14일차부터 다
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PO4-P의 용출농도는 초기
0.03 mg/L에서 약간 감소하다가 10일차부터 작은 폭으로
증가하였다(Fig. 8). T-P 증가의 대부분은 PO4-P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PO4-P의 용출량 증가는 컬럼내 증류수의 pH
가 초기 7.1에서 8.4까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퇴적물에 포함된 CaCO3에서 CO32-가 생성되어 컬
럼 내 증류수와 반응함으로써 수산화 이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식 (3)).
CaCO3 ⇔ Ca2++ CO322-

CO3
Fig. 6. Release characteristics of nitrogen in release experiment.

-

-

+ H2O ⇔ HCO3 + OH

(3)

퇴적물에서 인의 용출은 pH, 온도, DO 등에 큰 영향을
12)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인의 용출은 용존

산소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며, 용존산소량이 1 mg/L 이하
로 감소할 경우 인의 용출량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리고
온도가 20℃ 이상이면 용출량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다.
13)

또한 Min 등 은 pH 3 이하 또는 pH 8 이상에서는 인 용
출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3.2. 기포의 특성 및 운전조건에 따른 영향

Fig. 7. Release characteristics of phosphorus in release experiment.

3.1.2. 용출특성
11)
퇴적층에서 주로 용출되는 질소의 형태는 NH3-N이며,
물리적 충격이나 확산 현상에 의해서 쉽게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기성 조건에서 질소계열(T-N, NH3-N, NO3-N)의 용출
량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Fig. 6). T-N의 용출농도는 초기에 3.5 mg/L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다가 5일차부터 서서히
감소하였다. NH3-N의 용출농도도 초기에 약간 증가하다가
16일차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NO3-N의
용출농도는 초기에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NO3-N의 용
출거동은 용출반응조가 호기성 조건인 점을 고려할 때 질
산화 반응에 의해 NH3-N가 NO3-N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퇴적물의 질소계열 용출특성은 암모
니아성 질소의 용출에 의해 대부분 지배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인계열의 용출특성을 분석한 결과, T-P의 용출농도는 초

3.2.1. 압력의 영향
압력의 변화에 따른 퇴적물 및 영양 염류 제거 효율은 각
각 Fig. 8, 9와 같다. 가압조의 압력을 3기압에서 6기압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퇴적물의 제거효율이 13.2%에서 18.8%로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T-N 및 T-P의 제거효율도 각각 14.2
%에서 20.2%로, 15.0%에서 21.3%로 향상되었다. 이는 압
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포의 크기가 줄어들어 퇴적물 단위
입자당 충돌 가능한 기포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
다. 또한 높은 압력으로 가압된 유체일수록 감압밸브를 통
해 부상분리조로 들어갈 때 강한 난류를 형성하는 점도 충
돌효율을 증가시키는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Sediment removal efficiency at each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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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제거효율을 분석하였다. 가압수 비율을 10%에서 30%
로 증가시킴에 따라 퇴적물의 제거량은 7.5 g에서 9.9 g으
로 증가하였고, 퇴적물 제거효율도 15%에서 19.9%로 증가
하였다(Fig. 10). 이러한 경향은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Fig. 11). 이는 가압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포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기포와 입자간 부착효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Fig. 9. Nutrient's removal efficiency at each pressure.

3.2.3. 응집제 주입량의 영향
가압수 중의 응집제(PAHCs) 농도가 부상분리공정에서 퇴
적물과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가압수의 응집제 주입량이 0~15 mg/L인 조건에서 부
상분리 실험을 실시하였다.
응집제 주입량이 0 mg/L에서 15 mg/L로 증가함에 따라
퇴적물의 제거효율은 13.8%에서 18.8%로 증가하였다(Fig.
12). 그에 따라 T-N과 T-P의 제거효율도 14.8%에서 20.2%,
15.6%에서 21.3%로 각각 증가하였다(Fig. 13).

Fig. 10. Sediment removal efficiency at various pressurized water
ratio.

Fig. 12. Sediment removal efficiency at various coagulant dosage.

Fig. 11. Nutrient's removal efficiency at various pressurized
water ratio.

3.2.2. 가압수 비율의 영향
가압수 비율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압수 비율 10%,
20%, 30% 조건에서 부상분리를 실시하고 각 조건별 퇴적
Journal of KSEE Vol.38, No.8 August, 2016

Fig. 13. Nutrient’s removal efficiency at various coagulant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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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floated sediment by microFig. 14. The T-N removal according to the number of microbubble injection.

bubble

다. 미세기포에 의해 부상되는 입자의 최대크기는 약 274.2
µm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한 개의 입자표면에 여러 개의 기
포가 부착되어 부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5. The T-P removal according to the number of microbubble injection.

3.2.4. 기포주입횟수의 영향
운전조건(압력 6 atm, 가압수 비율 20%, 응집제 주입량
15 ppm)을 고정시키고 가압수 주입횟수를 증가시켜가면서
퇴적물의 제거효율을 분석하였다. Fig. 14와 15에서 알 수
있듯이, 가압수 주입 2회까지 T-N과 T-P의 제거효율은 높
게 나타났으나, 3회부터는 제거효율이 급격히 낮아져 주입
횟수가 증가하더라도 제거효율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기
포를 3회 주입했을 때, T-N과 T-P의 누적제거효율은 각각
29.2, 31.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기 반복적인 기포주
입을 통해 퇴적물 내 영양염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3.3.2. 용출량 비교
퇴적물 내 미세입자의 제거가 영양염류 용출 농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세입자가 제거된 퇴적물을
대상으로 질소(T-N, NH3-N, NO3-N)와 인 성분(T-P, PO4-P)
의 용출특성을 분석하여 미세입자가 제거되지 않은 퇴적물
과 비교하였다.
T-N의 경우, 미세입자가 제거되지 않는 퇴적물의 1, 10,
20, 30일차 용출농도는 3.52, 3.70, 3.61, 2.32 mg/L로 나타
났고, 미세입자가 제거된 퇴적물의 1, 10, 20, 30일차 용출
농도는 2.37, 1.75, 1.24, 0.85 mg/L로 나타났다. 미세입자
제거에 따른 퇴적물의 T-N 용출농도 감소율은 1, 10, 20,
30일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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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차 용출농도는 1.68, 2.0, 1.85, 1.15 mg/L로 나
타났고, 미세입자가 제거된 퇴적물의 1, 10, 20, 30일차 용
출농도는 0.68, 0.74, 0.54, 0.46 mg/L로 나타났다. 미세입자

3.3. 퇴적물의 제거가 영양염류 용출에 미치는 영향
3.3.1. 제거되는 입자 크기
미세기포에 의해서 제거되는 입자크기를 분석한 결과, 압
력 6기압, 가압수 비율 20%, 응집제 주입량 15 mg/L으로
기포를 주입하였을 때 부상되는 입자의 크기는 8.4~86.4 µm
로 나타났으며(Fig. 16), 평균 입도는 약 36.1 µm로 나타났

Fig. 17. Comparison of nitrogen concentrations in water after
1, 10, 20, 30 days in releas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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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수의 압력, 순환비율 및 가압수내 응집제 주입량
이 증가할수록 퇴적물의 부상분리 제거효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퇴적물 입자에 포함된 총질소와 총인도 함께 제
거됨을 알 수 있었다.
3) 기포 주입횟수에 따른 영양염류 제거효율에 대한 실험
을 통해 초기 반복적인 기포주입을 통해 퇴적물의 미세입자
를 제거함으로써 영양염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4) 미세입자가 제거된 퇴적물의 영양염류 용출농도는 미
세입자가 제거되지 않은 퇴적물의 영양염류 용출량보다 약
20.1~64.3% 정도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퇴적물
의 미세입자 제거는 퇴적물의 영양염류 용출량의 감소에 효
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8. Comparison of phosphorus concentrations in water
after 1, 10, 20, 30 days in releas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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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71.1, 33.2, 28.9%로 나타났고, 평균 감소율은 48.1%
이었다. NH3-N의 용출농도 감소율이 T-N이나 NO3-N의 용
출농도 감소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NH3-N
가 점토 및 실트 등의 미세입자에 많이 흡착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며, 기포에 의해 미세입자가 제거됨에 따라 NH3-N
도 함께 제거됨으로써 용출 농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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