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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Suspended fine mineral particles are deposited at the areas with low flow velocity and low

transportation capacity in rivers, reservoirs and lakes. It can be contaminated by heavy metals. Examples

of problem fields are dredging of sediment, water pollutants, and maintenance of navigation channels and

construction works. To deal with the settling problem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cohesive sediment under varying density of particle and ion

addition(NaOH, HCl, NaCl), which is dissolved in river, because fine-grained cohesive sediment can lead

to flocculation with the physico-chemical influences and takes different characteristics. Experiments with

fresh and saline water are followed with fine-grained sediments(alumina and quartz) in settling columns.

Settling velocity of suspended fine particles in still water was measured with a pressure

sensor(maximum 10 mbar). Until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20,000 mg/l of alumina and quartz the

settling velocity was on the increase. Above this initial concentration was it on the decrease. In an acid

condition, which causes strong flocculation, average settling velocity of quartz powder was high. In an

alkaline water low average settling velocity of it was observed. However, alumina behaved exactly

contrarily.

keywordskeywordskeywordskeywords : mineral particle, settling velocity, flocculation

------------------------------------------------------------------------------------------

요지요지요지요지

부유된 광물성 미립자는 강 저수지 그리고 호수의 유속 및 운송력이 감소하는 곳에서 침전되며 다른 중, ,

금속들에 의해 오염된다 그 실예들이 퇴적물의 준설 수질오염 운하 및 수공구조물의 유지관리의 문제이다. , , .

이런 침전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선 물에 녹아있는 이온(NaOH, HCl, NaCl 의 첨가 및 밀도의 변화 아래 점)

착성 퇴적물의 물리 화학적인 특성의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립자인 점착성 퇴적물은 물리 화학적인- . -

영향 때문에 쉽게 응집현상이 일어나며 다른 특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본 실험은 광물성 미립자, . (alumina

와 를 가지고 담수 및 염분을 함유한 침강수주 안에서 실시되었다 정수 중에 부유된 미립자의 침강quartz) .

속도는 압력센서 최대 로 측정되었다 초기 농도( 10 mbar) . 20,000 mg/l까지 의 침강 속도는 증가하quartz

였으며 그 후 감소하였다 의 침강 속도는 산성에서 강한 응집현상 때문에 증가 하였으며 알칼리성, . Quartz ,

에서는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의 침강 속도는 그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alumina .

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 : 광물성 미립자 침전 속도 응집,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하천에 유입된 미립자인 점착성 유사 는 물리 화학적인 인자의 영향 때문(fine-grained cohesive sedi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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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립자의 특성이 변화한다 유속이 낮은 곳 예를 들면 항만 하천구조물 저수지 댐 주위 등에 침전된 미. , , , ,

립자의 퇴적 및 준설문제가 야기된다 특히 부유된 미립자의 탁도로 수질 변화와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퇴적 및 준설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점착성 미립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 공. .

업 규격 에 의한 사립자를 구분하면 입경 이하를 점토 를 실트KSF2302 , 0.005 mm , 0.005 0.075 mm , 0.075～

를 모래 를 자갈 그 이상을 암편으로 구분하고 있다 점착성이 없는 비점착성 퇴적2.0 mm , 2.0 75 mm , .～ ～

물 모래 자갈 등 은 입자의 크기분포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은 비점착성 입자 즉 플라스틱 입자( , ) . Johne(1966)

의 농도 증가로 침강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미립자의 특성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점토 실트와 같은. ,

무기성분으로 이루어진 점착성 퇴적물 의 특성은 복잡하며 특히 입자의 구성 성분과 하천(cohesive sediment) ,

의 물리 화학적인 인자들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수중에 많이 부유된 대표적인 광물성 미립자는- . kaolinite,

와 등을 말한다 및 등 여러 학자들이montmorillonite illite . Migniot(1968) Whitehouse (1960) 의농도Chloride

변화 아래 광물성 미립자의 침강 속도를 측정하였다. 염분비의 증가와 함께 의 미립자는 입자간montmorillonite

에 응집 현상이 일어나며 침강 속도는 증가하지만 반대로(floc) , k 와aolinite 는 염분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염분illite

비 이후 침강 속도가 증가하지 않음이 관측되었다2 - 3 .‰ ‰ 점착성 미립자를 특징 짓기 위한 중요한 매개 변

수는 입자의 밀도 입자의 구성 요소 점착성 그리고 점성 등이 있으나 현재로써는 그들, , (cohesion) (viscosity)

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기화학적인 인자(NaCl, HCl, NaOH 의 영향 아래 점착성 퇴적물 와) (quartz alumina)

의 침강 특성을 알아보았다 광물성 미립자의 속도는 침강수주 안에서 압력센서 로 측정하였으며. (10 mbar) ,

입자의 농도 변화를 로 측정하였다CCD-Camera .

일반적인 광물성 미립자의 물리 화학적인 특성일반적인 광물성 미립자의 물리 화학적인 특성일반적인 광물성 미립자의 물리 화학적인 특성일반적인 광물성 미립자의 물리 화학적인 특성2. -2. -2. -2. -

광물성 미립자는 수중에서 그 무게에 비해 표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하를 띄게 되며 물리 화학적인, -

인자들 난류흐름 와 에 의해 점착성 입자간의 응집 현상( , intermolecular force electrostatic forces) (flocculation)

이 일어난다 이런 응집 현상은 점착성 미립자의 크기 형태 비중을 변화시키며 입자의 거동에 큰 영향을. , , ,

준다 예를 들면 침전하는 응집 현상이 일어난 입자의 침강 속도는 한 개의 미립자의 침강속도 보다 더 크.

다 그림 와 는 정지중인 수면과 흐름이 있는 곳에서의 점착성 미립자의 응집 현상 침강 속도 및 농. 1(a) (b) ,

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수중에서 점착성 입자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질 때 입자간의 끄는 힘. (attractive

에 의해 응집 현상이 나타난다force) (floc) .

그림 정지중인 수면 및 흐름이 있는 곳의 침강속도와 응집현상그림 정지중인 수면 및 흐름이 있는 곳의 침강속도와 응집현상그림 정지중인 수면 및 흐름이 있는 곳의 침강속도와 응집현상그림 정지중인 수면 및 흐름이 있는 곳의 침강속도와 응집현상1. (a) (b)(from Johansen,1998)1. (a) (b)(from Johansen,1998)1. (a) (b)(from Johansen,1998)1. (a) (b)(from Johansen,1998)

수중에서 점착성 미립자는 입자 표면에 음이온을 띈다 또한 그 주위에 이온층 즉 반대 이온들이 결합하는.

이증층 이 형성되며 이 층의 두께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온들과의 결합이 증가되어 쉽게 응집(double layer) ,

현상이 일어난다 그림 그림 는 입자간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하였다 입자간에 미는 힘( 2(a)). 2(b) . V el이 클

때 반발력이 생겨 입자들이 각각 흩어지며 반대로 점착성 미립자사이에 끄는 힘, V vdw이 작용할 때 강한 입

자간의 결합력으로 응집 이 생긴다 점착성 미립자간에 응집 현상을 일으키는 충돌 외에 다른(floc) . (collision)

인자는 입자의 점착성 농도 염분비 온도 등이 있다, pH, . .



그림 점착성 미립자의 이중층과 입자에 작용하는 끄는 힘그림 점착성 미립자의 이중층과 입자에 작용하는 끄는 힘그림 점착성 미립자의 이중층과 입자에 작용하는 끄는 힘그림 점착성 미립자의 이중층과 입자에 작용하는 끄는 힘2. (a) (b)2. (a) (b)2. (a) (b)2. (a) (b) V vdw와 미는 힘와 미는 힘와 미는 힘와 미는 힘V el

입자의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때 입자간의 거리가 짧아져 충돌률이 증가하여 응집 현상이 일어나

며 점착성 입자의 특성이 달라진다 원인으로 입자의 지름이 커져 입자의 침강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

있다 일반적으로 점토질 입자의 농도. 10,000 m g/l까지 점착성 퇴적물의 침강 속도가 증가하며 침강 속도,

의 경험식으로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from Johne, 1966).

w s=k 1C
m

(1)

정수 중에서 농도가 10,000 mg/l보다 클 경우 입자간의 간격이 좁아져서 환원류 의 발생으로(return flow)

침강 속도가 작아지는 이른바 간섭 침강 현상이 일어난다(hindered settling) .

w s=w st(k-k 2C)
β

(2)

여기서 m 과 β은 침강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경험식의 계수이며, k,k 1, k 2는 경험 상수, w st는 stokes

법칙에 계산된 침강 속도, C는 점착성 농도를 뜻한다.

점착성 미립자점착성 미립자점착성 미립자점착성 미립자3.3.3.3. 의 특성 분석의 특성 분석의 특성 분석의 특성 분석

밀도가 증가할 경우밀도가 증가할 경우밀도가 증가할 경우밀도가 증가할 경우3.13.13.13.1

수중에서 이온첨가 없이 초기 농도 증가는 미립자의 응집 현상에 영향을 준다 그림 은 미립자 와. 3 quartz

의 입자간의 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입자의 크기가alumina . 0.24μm일 경우 힘은 입자간의Van der Waals

거리가 짧을수록 커지며 이로 인해 입자간의 접촉면의 증가로 응집 현상이 일어난다 의 입자간의 거, . quartz

리 r가 증가함에 따라 힘의 값은Van der Waals 1- 2 k BT이며 반면 의 힘은, alumina Van der Waals 3

- 5 k BT범위 안에서 약한 응집 현상이 일어난다(floc) .

그림 와 의 지름그림 와 의 지름그림 와 의 지름그림 와 의 지름3. Alumina quartz3. Alumina quartz3. Alumina quartz3. Alumina quartz d b이이이이 0.240.240.240.24 μm 일 때 힘일 때 힘일 때 힘일 때 힘Van der WaalsVan der WaalsVan der WaalsVan der Waals

그림 와 는 초기 농도 증가에 따른 농도의 연직분포와 미립자 의 침강 속도를 보여 준다 증4(a) (b) (quartz) .

류수에서 측정된 농도의 연직분포는 초기 농도 20,000 mg/l까지 증가하지만 20,000 mg/l이후 점점 미립

자의 침강 속도가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저 농도에서 초기 고농도의. 20,000 mg/l까

지 침강 속도가 증가 하다가 감소하는 이유는 유체의 저항력이 입자간의 사이에 중첩이 되어 작아지기 때문



이다 그러나 입자의 증가로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입자간의 상호 충돌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환원.

류 가 발생한다면 침강 속도가 작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른바 간섭 침강(return flow) . (hindered settling)

현상이라 부른다 는. Quartz 10,000 mg/l가 아닌 20,000 mg/l 이후 고농도 형성 때문에 입자간의 상호 충

돌로 미립자의 침강 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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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의 초기 농도 증가에 따른 침강 속도그림 와 의 초기 농도 증가에 따른 침강 속도그림 와 의 초기 농도 증가에 따른 침강 속도그림 와 의 초기 농도 증가에 따른 침강 속도4. (a)alumina (b)quartz4. (a)alumina (b)quartz4. (a)alumina (b)quartz4. (a)alumina (b)quartz

이온의 영향이 있을 경우이온의 영향이 있을 경우이온의 영향이 있을 경우이온의 영향이 있을 경우3.23.23.23.2

3.2.13.2.13.2.13.2.1 NaClNaClNaClNaCl의 첨가의 첨가의 첨가의 첨가

NaCl의 첨가로 미립자의 응집 현상으로 인한 농도 변화를 관측하였다 그림 는 측정시간 분 분. 5 60 , 120 ,

분 및 분에서 와 의 농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미립자의 초기 농도는180 300 quartz alumina . 1,000 mg/l이며,

정지수면 의 수심 에서 실험하였다(h = 400 mm) 215 mm . NaCl의 농도는 0.5 g/ l, 5g/ l, 10g/ l 및 15g/ l

순으로 변화시켰다 실험 시간 분 후 염분. 60 15g/ l를 첨가시켰을 경우 의 농도는 약 정도 침전quartz 18 %

되었으나 는 약 의 미립자가 침전됨을 보였다 침강시간 분 후 미립자의 농도는 염alumina 49 % . 300 quartz

분 0.5 g/ l를 첨가했을 경우 약 정도 측정되었으며 반면20 % , 15 g/ l의 염분을 첨가할 경우 약 이89 %

상 침강되었다 미립자 에서는 염분. alumina 0.5 g/ l 첨가할 경우 50%, 15 g/ l 첨가할 경우는 약 정94 %

도 침전됨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 보다 더 염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응집 현상이 쉽게. alumina quartz ,

일어난다 이런 응집현상은 미립자의 하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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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립자 와 의 침강에 염분의 영향그림 미립자 와 의 침강에 염분의 영향그림 미립자 와 의 침강에 염분의 영향그림 미립자 와 의 침강에 염분의 영향5. (quartz(a) alumina(b))5. (quartz(a) alumina(b))5. (quartz(a) alumina(b))5. (quartz(a) alumina(b))

의 영향의 영향의 영향의 영향3.2.2 pH3.2.2 pH3.2.2 pH3.2.2 pH

물이 하천에 퇴적된 이온 성분이 있는 토양사이에 흐르면서 부가적인 화학 반응으로 가 증가하거나 감pH

소할 수 있다 그림 은. 6 NaOH와 HCl를 첨가하여 광물성 미립자 와 의 침강 속도에 미치는(alumina quartz)

영향을 나타내었다 압력 센서로 직접 침강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미립자의 구성 성분에 따라 침강 속도가. ,

변화 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 초기 농도. 8,000 mg/ l인 경우 의 침강 속도는quartz HCl을 증가 시킬수



록 침강 속도는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NaOH를 첨가 할수록 침강 속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이후는 침. pH 7

강속도의 감소의 폭이 크지 않는 것을 측정하였다 에서는 의 침강속도가. pH 3.8 quartz powder 0.37 mm/s

로 증가함을 보였다 그러므로 의 침강 속도는 산성에서 강한 응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quartz powder

수 있다 그러나 의 침강 속도는 그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alumina . NaOH를 첨가 할수록 의 침강alumina

속도는 증가하였으며 에서 의 평균 침강 속도를 보였다 반대로, pH 8.9 0.75 mm/s . HCl의 증가는 침강 속도

를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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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온그림 이온그림 이온그림 이온6. (6. (6. (6. (NaOH, HClNaOH, HClNaOH, HClNaOH, HCl 의 영향아래 와 의 평균 침강 속도의 영향아래 와 의 평균 침강 속도의 영향아래 와 의 평균 침강 속도의 영향아래 와 의 평균 침강 속도) (a)alumina (b)quartz powder) (a)alumina (b)quartz powder) (a)alumina (b)quartz powder) (a)alumina (b)quartz powder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점착성 미립자의 침강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침강수주에서 압력센서를 이용하였다 즉 밀도의 증가뿐 아니.

라 이온(NaCl, HCL 및 NaOH 의 첨가로 침강거동을 관측하였으며 실험에 의한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

한정된 조건 초기농도1. ( C 0=8 ,000mg/l-60,000mg/l 아래) 미립자 의 평균속(quartz powder, alumina)

도를 압력센서 최대 로 측정할 수 있었다( 10 mbar) .

2. 미립자 의 증가된 밀도는 부유된 미립자 주위에 형성된 전하층을 짧게 하였으(quartz powder, alumina)

며 입자간의 끄는 힘에 의해 미립자간의 접촉면이 증가로 입자의 응집 현상이 일어났다(floc) .

평균 속도의 크기를 초기 농도 변화 아래 측정하였으며3. , 초기 농도 20,000 mg/l까지 평균 속도가 증

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한다는 사실을 관측할 수 있었다 부유된 광물성 미립자의 고농도에서는 입자 사.

이의 간격이 좁아져 입자간의 상호 충돌로 인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환원류 의 영향을 받(return flow)

아 침강 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초기 농도 최대. 60,000 mg/l 범위에서 와 의quartz alumina

최대 침강속도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00 mg/ l에서 발생하였다.

4. NaOH를 첨가 할수록 의 침강 속도는 증가하였으며 에서 의 평균 침강 속도alumina , pH 8.9 0.75 mm/s

를 보였다 반대로. HCl의 증가는 침강 속도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의 침강속도는 그 정반. quartz powder

대의 현상을 보였다.

전기화학적인 인자(NaCl, HCl, NaOH 들이 점착성 퇴적물 와 의 침강 특성에 많은 영향을) (quartz alumina)

끼친다는 사실을 기초로 다른 점착성 미립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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