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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DAF : 용존공기부상법(Dissolved Air Flotation) 

Vb    : 기포의 부상속도(m/s) 

Vy    : 분리조에서의 하강속도(m/s) 

CZ    : 접촉조(Contact Zone) 

1. 서 론 

용존공기부상법(Dissolved Air Flotation, DAF)은 

가압된 공기포화수가 순간적으로 감압될 때 발생 

하는 미세기포를 고형화된 오염물(Floc)에 부착 

하여 분리하는 기술이다. 과거의 DAF는 표면 

부하율(Surface Loading Rate)이 5~15 m/h로, 기포의 

이론적인 상승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운전되었으나 

최근에는 표면부하율이 20~40 m/h에 이르는 High 

Rate DAF가 등장하고 있다. High Rate DAF의 경우, 

표면부하율이 기포의 상승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Key Words : DAF, Dissolved Air Flotation(용존공기부상법), Contact Zone(접촉조), Separation Zone(분리조), Flow 

Pattern(유동분포)  

초록: 용존공기부상조의 파일럿실험장치 설계를 위한 사전 검증 작업으로서 부상조의 유동을 이차원 

이상유동으로 가정하여 수치적으로 모사하였다. 형상이 변경된 다양한 부상조와 기준부상조와의 간접적인 

성능 비교를 위하여 분리조에서의 하강속도를 비교하였다. 해석 결과 기준부상조의 분리조에서는 잘 설계된 

High-rate DAF 의 전형적인 유동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유동패턴은 Baffle 각도나 접촉조의 폭과 같은 

다른 형상 변수와 상관없이 Baffle 이 충분히 높을 때 잘 유지되었다. 그러나 Baffle 높이 및 각도, 접촉조의 

폭 및 다공판의 설치유무는 분리조에서 하강속도의 균일성에 영향을 미쳤다. 기준부상조에서 Baffle 의 

높이를 제외한 다른 형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을 때, 분리조에서의 하강속도가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준부상조의 형상최적화가 잘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Abstract: We numerically simulated a dissolved air flotation (DAF) tank to predict the performance of the pilot facility. 

The flow was assumed to be two-dimensional and two-phase. The velocity distributions in the separation zones of 

differently shaped DAFs were compared to find the effect of the shape on the performa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ypical flow pattern that appeared in a well-designed DAF-tank was generated in the separation zone of the base model. 

This flow pattern could be maintained while the baffle height was sufficiently tall regardless of the other geometric 

parameters. However, the baffle height and angle, the contact zone width, and the perforated plate affected the 

uniformity of the downward flow in the separation zone. Except for the baffle height, the base model used in this study 

showed a better uniformity of downward flow than did other models with different geometric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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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조를 잘못 설계하는 경우 오염물(Bubble-floc 

Aggregate)과 기포가 처리수(Clarified Water)를 따라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상조 내부에 

서 이상적인 유동 패턴이 유지되어야 한다. 

부상조는 Fig. 1과 같이 접촉조(Contact Zone)와 

분리조 (Separation Zone)로 구성되는데, 분리조에 

서는 세 가지의 특징적인 유동패턴, 즉 표면에서 

의 층상 유동(Stratified Flow), 그 아래 수직방향 

플러그 유동, 그리고 바닥층의 수평 방향 플러그 

유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이 유지될 때 

DAF가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적화된 형상의 부상조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DAF 공정에서, 분리조의 상부에서는 노즐에서 

분사된 기포들이 운집하여 White Water Blanket 

이라고 불리는 기포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기포층은 오염물이 출구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기포층 때문에 

PIV와 같은 유동가시화 기법을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Lundh 등,(1,2) Hague 등,(3) 그리고 Kwon 

등(4)은 ADV(Acoustic Doppler Velocimetry)와 LDV 

(Laser Doppler Velocimetry)를 이용하여 부상조 

내부의 유동을 가시화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CFD기법이다. 다상유동의 경우 

현상의 복잡성 때문에 실제 유동을 근사화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조의 Aspect Ratio가 유동분포에 미치는 

영향(Kwon 등, 2006(4)), 기포의 크기, Baffle 각도 등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Kostoglou 등, 2007(5)), 부상조의 

처리 용량 확충에 대한 타당성 평가(Amato and Wicks, 

2009(6)) 등에 CFD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FD를 이용하여 파일럿 실험 용 

DAF system의 성능을 예측하는 것이다. Bondelind 

등(7)은 실험과 CFD 결과의 차이점 때문에 CFD로 

 

 
 

Fig. 1 DAF tank and typical flow pattern 

DAF 부상조의 유동을 모사할 때 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수많은 형상 변수들을 매 번 

바꾸어 가면서 실험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험용 DAF를 

제작하기 전, 지배적인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CFD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유동 

해석 프로그램인 Fluent v.12를 이용하여 Baffle 높이, 

Baffle 각도, 다공판(Perforated Plate)의 설치 유무, 

접촉조의 폭에 따라 분리조 내부의 유동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평가하였다. 

2. 수치해석 기법 

2.1 부상조 형상의 모델링 및 격자생성 

부상조는 Gambit 2.4.6을 이용하여 Fig. 1 과 

같이 이차원형상으로 모델링되었고 약 20,000 

개의 사각형 격자로 구성되었다. 본 부상조의 폭 

대 길이 비는 약 1:1이고 폭 대 노즐간격의 비는 

약 50:1 이상으로, 통상적인 High Rate DAF의 

형상비를 따른다. 즉 폭이 매우 넓고 노즐이 폭 

방향으로 매우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노즐 근처에서의 삼차원 효과를 제외하면 전체적 

으로 이차원 유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화될 원수(Raw Water)는 입구를 통해 유입 되며, 

노즐에서 분사되는 공기의 포화수와 혼합되어 부

상조 내부를 순환한 후 다공판 (Perforated Plate) 

을 통과하여 출구로 빠져나간다. 다공판은 Fig. 1 

과 같이 이차원형상으로 표현하였고, Baffle 근처에 

설치되어 순환된 포화수(Recycled Water)를 분사하

는 노즐은 Baffle 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간단히 

모델링 하였다. 

 
Table 1 Calculation conditions for different cases 

 

Case Variables 
Baffle 
height 

Baffle 
angle 

Contact 

zone 

width 

Perforated 
plate 

Bubble 

1 
Base 

model 
N/A 

Angled 

N/A 

Installed 

Introduced 

2 
Baffle 
height 

+40 cm 

3 +20 cm 

4 -20 cm 

5 
Baffle 
angle 

N/A 

Vertical 

6 
Contact 

zone width 

Angled 

+20 cm 

7 +10 cm 

8 - 10 cm 

9 
Perforated 

plate 
 

Not 
installed 

10 Bubble Installed 
Not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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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치 해석 모델 및 경계조건 

2.2.1 수치 해석 모델 

부상조 내에서의 유동은 물, 기포, Floc이 혼합된 

삼상유동(Three-phase Flow)이다. Floc의 경우 

포화수에서 생성된 기포와 충돌 및 결합하여 

부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이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를 수치적으로 

모델링하기 어렵다. 또한 Floc의 경우 전체 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기포와 물에 비해 매우 작고 

기포와 결합되면 기포와 거의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Floc을 

배제하고 물과 기포, 두 상에 대해서만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포와 물의 이상유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각각의 상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따로 

계산하여 커플링하는 Eulerian-Eulerian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미세 기포가 흩어져있는 

액체의 거동을 모사하기에 적합하다. Eulerian-Eulerian 

방법은 정상(Steady) 해석을 할 경우 수렴성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비정상 해석을 수행하였다. 

노즐에서의 격자 크기를 고려하여 Time Step은 0.02 

초로 설정하였다. 한편 표면부하율이 20 m/h일 때, 

부상조의 입구를 기준으로 레이놀즈 수는 약 

300으로서 단상유동이라고 가정할 경우 층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입된 원수는 접촉조에서 기포를 

함유한 포화수와 혼합되면서 난류가 발생된다. 즉 

레이놀즈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난류의 거동을 

보인다. Hague 등(3)은 k-ε 난류 모델을 적용할 

경우의 전산해석 결과가 유동을 층류로 가정한 

전산해석 결과보다 실험값에 더 유사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k-ε 난류 

모델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a) t = 1158 sec. 

 

   
(b) t = 9955 sec. 

 
Fig. 2 Case 1: velocity vector(left) and air volume 

fraction(right) for base model 

2.2.2 경계조건 

DAF에서 표면부하율은 노즐로부터의 유량을 배제한 

입구유량을 접촉조와 분리조를 합한 바닥 면적(Gross 

Footprint Area)으로 나누어 구한다. 그리고 출구로 

빠져나간 처리수(Clarified Water)는 8~12% 정도가 

순환되어 공기와 함께 가압된 후 다시 노즐에서 

분사된다. 따라서 DAF에서는 표면부하율과 순환비  

Recycle Ratio)가 정해지면 그 값에 따라 입구유량 및 

노즐에서의 분사 유량 등이 정해진다. 본 해석에서는 

20 m/h의 표면부하율과 10%의 순환비를 적용하여, 

노즐과 입구에서 각각 속도 조건을, 출구에서 압력 

조건을 주었다. 

자유표면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Ta 등이 제안했듯이 자유표면을 기체

싱크(Gas Sink)가 있는 무마찰 벽으로 처리하는 방법(9)

으로서 자유표면 근처에 얇은 구역을 설정하여 그 구

역에 진입한 기포들이 제거되게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자유 표면 위에 기체 구역을 설정하여 

자유표면을 기준으로 하부는 액체, 상부는 기체가 되

도록 서로 다르게 초기화(Patch)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다. 각각의 경우 계산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한편 노즐에서 분사되는 기포는 하류로 갈수록 크

기가 증가하여 분리조에서는 분사 시와 다른 분포를 

보이게 된다. 즉, 접촉조에서 40~60 µm의 분포를 갖던 

기포는 분리조에서 성장, 합체(Coalescence), 응집

(Clustering) 현상을 거치면서 50~150 µm의 분포를 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러한 현상들은 그 메

커니즘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델링

을 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포의 크

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기포의 

크기는 분리조에서 기포층이 일정 깊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하였다. Stokes식을 이용하면, 부력에 의한 

기포의 상승속도와 물의 하강속도가 평형을 이룰 때 

기포 직경은 약 120 µm이다. 

   
+40 cm baffle(Case 2)     +20 cm baffle(Case 3) 

 

   
Base model(Case 1)       -20 cm baffle(Case 4) 

 

Fig. 3 Velocity vectors for case 1~4 at t = 1158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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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즐에서 분사된 공기의 농도는 부피 기준

으로 접촉조에서 약 7300 ppm이 되도록 하였다.(8) 

3. 해석 결과 

DAF 공정에서 최적화된 부상조의 형상을 얻기 

위하여 Baffle의 높이, Baffle의 각도, 다공판의 유

무, 접촉조의 폭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하여 

Table 1과 같이 열 가지 Case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비교의 기준이 되는 ‘기준부상조(Base Model)’는 

Fig. 1과 같이 경사진 Baffle이 분리조와 접촉조를 

구분하고 있고, 접촉조의 하부에 집수장치로서 다

공판이 설치되어 있는 형상이다.  

기준부상조를 해석한 결과, Fig. 2(a)와 같이 분리

조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유동분포와 부상조의 기

포층이 잘 모사되었다. 하지만 대단히 긴 시간에 

걸쳐 해석을 수행하면, Fig. 2(b)와 같이 Baffle 을 

넘은 유동은 수면 쪽으로 향하지 않고 Baffle 아래

쪽으로 침투하는 유동(Break-through Flow)으로 바

뀐다. 이것은 Lundh 등(1)의 실험 결과에서 순환비

가 작거나 입구 속력이 빠를 때 관찰되는 현상 과 

유사하다. 이처럼 유동이 정상상태로 유지되지않

는 원인은, Schiller-Naumann 항력 모델에 의해 계

산된 120 µm기포의 상승속도 Vb = 24.8 m/h가 분리

조의 평균 하강 속도Vy = 26.0 m/h보다 작기 때문 

이다. 기포의 상승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직경

을 확대하면 기포층이 얇게 형성되어 층상유동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분리조에서 나타나는 

실제 유동을 잘 모사할 수 없다. 따라서 120 µm 

크기의 기포를 사용하되, 기포층과 그에 따른 층

상유동이 잘 형성되는 시간 영역(t ≈ 1160 sec)에서 

결과를 취하여 비교하였다. 

 

3.1 Baffle 높이에 따른 성능 비교 

Baffle의 높이가 변할 때, Fig. 3과 같이 분리조에

서의 유동은 크게 달라진다. Baffle의 높이가 높을 

때에는 Baffle을 지나는 유속이 빨라지게 된다. 따

라서 유동이 반대편 벽 쪽으로 수면을 따라 이 동

할 충분한 운동량을 갖는다. 그러므로 Fig. 3과 같

이 수면과 평행한 층상유동이 잘 형성된다. 수면

과 평행하게 Baffle 쪽으로 돌아온 유동은 균일하

게 수직방향으로 하강하는 흐름을 형성한다. 그리

고 다공판을 지나 출구로 빠져나간다. 이에 반해 

Baffle 높이가 낮을 때에는 Baffle을 넘어선 유동이 

부상조 내부로 바로 침투하게 되고 층상유동의 두

께가 두꺼워진다. Baffle 높이가 기준 부상조의 

Baffle 높이 보다 20 cm 낮을 때에는 수직방향 플

러그 유동이 거의 파괴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4 

는 Fig.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부상조의 좌표(y) 별 

수직방향 속도(Vy)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표준편 

 

Fig. 4 Standard deviation of the vertical velocity, Vy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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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city vector        (b) Air volume fraction 
 

Fig. 5 Case 5: velocity vector and air volume fraction for 
the DAF tank of vertical baffle at t = 1158 sec 

 

 

   
20 cm wider CZ(Case 6)   10 cm wider CZ(Case 7)  
 

     
 Base model(Case 1)      10 cm narrower CZ(Case 8) 
 
Fig. 6 Velocity vectors for case 1 and case 6~8 at t = 

1158 sec 
 

  

 

   

(a) Velocity vector        (b) Air volume fraction 
 

Fig. 7 Case 9: velocity vector and air volume fraction for 
model without the perforated plate at t = 1158 sec 

 

 

   

(a) Base model(case 1)     (b) No bubble(case 10) 
 

Fig. 8 Velocity vectors for case 1 and case 10 at t = 1158 
sec 

 

차가 작을수록 분리조에서 유동이 균일하게 하강

하므로 DAF의 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Case 

1~4를 비교해보면 Baffle이 높을수록 유동분포가 

더 균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층상유동이 잘 형

성될수록 수직방향 유동이 더 균일하게 분포됨을 

알 수 있다. 

 

3.2 Baffle 각도에 따른 성능 비교 

Baffle이 수직일 때, 속도 분포는 Fig. 5(a)와 같

다. 이 경우 Baffle이 경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층상유동이 잘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4의 Case 5를 보면 수면과 가까운 구간(2.18 m < y 

< 2.58 m)에서는 기준모델(Case 1)에 비하여 표준편

차가 낮지만, 바닥과 가까운 구간(0.78 m < y < 1.58 

m)에서는 기준모델에 비해 오히려 표준편차가 높

다. 정화된 물이 빠져나가는 집수장치가 바닥쪽 

에 있으므로 Baffle이 경사진 편이 유동분포 측면

에서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접촉조의 폭에 따른 성능 비교 

접촉조의 폭에 따라 접촉조에서 유동이 상승하

는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 접촉조의 폭이 달라질 

때, 겉보기 속도 분포는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Fig. 4의 Case 

6~7에서 볼 수 있듯이 접촉조의 폭을 바꿀 경우 

유동의 균일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접촉조의 폭이 넓을 경우 유동에 악영

향을 준다.  

 

3.4 다공판의 설치 유무에 따른 성능 비교 

Fig. 2(a)와 같이 다공판을 설치할 경우, 속도 벡

터의 방향과 기포의 체적비는 Fig. 7과 같이 다공

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단 다공판이 없을 경우에는 바닥 근처에서 벡터들

이 출구 쪽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의 Case 9를 보면, 상부에서의 유동은 

균일하지만 바닥 근처에서는 기준 부상조(Case 1)

에 비해 높은 표준편차를 보인다. 즉 제한적이기

는 하지만 다공판을 설치하는 것이 유동을 균일하

게 분포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5 DAF에서 기포의 역할 

노즐에서 기포 없이 물만을 분사할 경우 Fig. 

8(b)와 같은 속도 분포를 보인다. 층상유동은 

관찰되지 않으며, Baffle을 지난 유동은 분리조를 

크게 순환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실험 또는 전산 기법을 이용하여 보였다.(1,3,6,8)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DAF에서 기포의 존재는 

Floc을 부상시키고 Floc의 유출을 막는 필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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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뿐만 아니라 유동을 고르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의 Case 10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파일럿 실험용 DAF 부상조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하학적 지배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상조의 유동을 수치적으로 모사하였다. 

기준부상조의 해석 결과 분리조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흐름이 잘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준부상조의 형상 - Baffle의 높이 및 각도, 접촉조의 

폭, 다공판 등을 변화시켜가며 해석한 결과, 언급된 

형상 변수들은 DAF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준부상조의 경우 Baffle의 높이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형상의 최적화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상 Baffle의 높이가 높을수록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유동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일 뿐, 실제로 Baffle이 높을수록 

성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Baffle을 지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Floc이 파괴되거나 Floc과 기포의 

결합이 와해되어 오히려 성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해석결과를 정량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실험과 

병행된다면 기존의 부상조를 개선하기 위한 형상 

최적화 작업으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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