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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ow pressure air flotation (LAF) pilot plant for sludge thickening was installed in Chung Nam N.S. municipal waste 
water treatment plant to verify its application possibility. Effects of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coagulant dosages and microbubble 
water ratio on thickening of the mixed sludge were examined. Microbubbles which were generated in the chamber of 1.5 kgf/cm2

by high speed collision method with foaming agent were used to float sludge. Solid loading of 30 kg/m2/hr, solid contents in 
thickened sludge of 60,300 mg/L and SS removal efficiency of 99% were obtained through long period operating LAF in condi-
tions of mixed sludge concentration of 14,400 mg/L, coagulant dosage of 27.6 mg/L, foaming agent addition of 4.0 mg/L and mi-
crobubble water injection ratio of 9.7%. 
Key Words : Low Pressure Air Flotation, Microbubble, Sludge Thickening, DAF

요약 : 가압형 부상법에 비해 낮은 압력에서 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 저압형 부상법을 슬러지 부상 농축에 적용하여 그 성능

을 검증하고 실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파일롯 규모의 저압형 부상조를 충남 N.S. 하수처리장에 설치하여 혼합슬러지

의 농도, 응집제 주입량 및 혼합슬러지 대비 미세기포수의 비율과 같은 운전 변수가 혼합슬러지 농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미세기포는 내부 압력이 1.5 kgf/cm2으로 유지된 미세기포발생기에서 공기와 기포조제가 포함된 물을 고속 충돌 방

식으로 발생시켰으며, 이를 부상농축 실험에 사용하였다. 장기운전 시 유입된 혼합슬러지의 SS 농도는 평균 14,400 mg/L였

으며, 응집제 농도 27.6 mg/L, 기포조제 농도 4.0 mg/L, 혼합슬러지 대비 미세기포수의 비를 9.7%로 하여 저압형 부유부상조

를 운전한 결과, 60,300 mg/L의 농축슬러지 고형물함량과 99% 이상의 고형물 회수율을 얻었다. 이 경우의 고형물 표면적 부

하율은 30 kg/m2/hr로 2011년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 상압 부상농축 시설기준 25 kg/m2/hr을 상회하였다.
주제어 : 저압 부상, 미세기포, 슬러지 농축, DAF

1. 서 론

하수처리 시 발생하는 1차, 2차 또는 1, 2차 혼합슬러지의 

농축 공정은 고형물 함량을 증가시켜 부피를 감소시킴으로

써 소화나 탈수 등의 후속 슬러지 처리공정을 원활하게 하

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슬러지 농축은 일반적으로 중

력농축이나 가압부상(dissolved air flotation, DAF) 또는 원

심분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전해부

상방법1)이나 여과모듈2,3) 또는 기계식 농축4)에 대한 연구

도 진행되고 있다.
기계식 농축의 한 가지인 원심탈수방식의 경우는 낮은 폴

리머 사용량으로도 비교적 높은 고형물회수율을 얻을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나, 기계적 장치 제작의 어려움이나 에너지 

소요량이 크다는 점이 주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5)

용존공기 부상법은 일반적인 중력농축공정과 비교했을 때 

플럭 형성시간이 적게 들고 10배 이상의 수리학적 표면부

하율(hydraulic loading rate)을 갖고 있으며6) 또한 슬러지의 

농축을 5~6배 이상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7) 용존

공기 부상법중 널리 상용화된 가압부상법(DAF)은 공기를 5 

kgf/cm2 이상으로 가압을 하여 과포화 시킨 후, 압력을 낮춰 

과포화된 공기가 미세기포로 발생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작은 기포를 얻을 수 있으나, 높은 압력 및 순환율 

등으로 인하여 장치가 크고 운전비가 높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8-11) 
최근 국내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 정책에 따

라 처리공정에서 사용되는 단위장치들의 에너지 소요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관심 및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

은 이유로 농축 효율을 높이거나 소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에는 전

기분해하여 발생시킨 기포를 이용해 오염물을 파괴하거나 

부상시켜 농축시키는 전기부상법12)과 저압에서 기포를 발생

시키는 저압형 부상법이 포함된다.
저압형 부상법(또는 상압부상법)이 처리효율 및 경제성 등

에서 기계식 농축법은 물론, 가압부상을 사용한 농축에 비

해 뛰어나 향후 이들 기술을 대체할 기술로 관심을 받고 있

다. 상압부상법에 의한 농축은 고형물 부하량이 25 kg/(m2
･

hr)으로 가압부상의 100~120 kg/(m2
･d) 보다 높아 부상장치 

크기를 줄일 수 있다.13) 일본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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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ludge tank (2) Mixing tank (3) Flotation tank (4) MB Chamber

(5) Coagulant tank (6) Venturi (7) Dilution tank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low pressure flotation system.

압 부상법을 대신하여 상압부상법이 설치되기 시작하여 현

재 약 140여 곳에서 가동 중이다. 국내에서도 상압부상법을 

이용한 음폐수의 고형물 제거에 적용한 연구결과가 발표되

고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저압형 부상법을 이용한 파일롯 실험장치

를 이용하여 혼합슬러지의 부상 농축시 응집제 농도, 기포

조제 농도, 혼합슬러지 대비 미세기포를 함유한 물의 비율

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고 하수슬러지 농축율 및 고형물 회

수율을 평가함으로써 저압형 부상법의 성능을 검증하고 실

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본 연구를 위하여 제작된 파일롯 저압형 부상장치의 구성

은 Fig. 1에, 설비 화보는 Fig. 2에 나타내었다. 혼합슬러지 저

장탱크, 기포조제 희석탱크, 미세기포발생기(MB Chamber), 
혼합장치(90 L), 부상조(W 800 mm × L 2,000 mm × H 900 
mm, 유효부상면적 W 800 mm × L 1,200 mm), 그리고 관련

된 펌프 및 교반기로 되어 있다. 
기포조제는 미세기포를 쉽게 생성시키고 생성된 기포의 

안정성을 부여하며, 슬러지와의 결합력을 향상시키는 역할

을 하는 계면활성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이온성 계면활

성제인 SLES (sodium lauryl ether sulfate)를 사용하였다. 저
장탱크로부터 펌프를 이용하여 희석탱크로 이송된 기포조

제는 40 mg/L로 희석된다. 희석된 기포조제를 포함한 물은 

by-pass 밸브를 이용하여 일정 유량으로 조절되어 벤추리

(venturi)로 도입된다. 벤추리를 통과하면 압력이 낮아져 자

연적으로 대기 중의 공기가 흡입된다. 흡입된 공기와 물은 

미세기포발생기로 도입시켜 내부의 충돌판에 고속으로 충

Fig. 2. Photograph of low pressure flotation pilot plant.

(1) Inlet (2) Support (3) Collision plate
(4) Flange (5) Outlet (6) Drain

Fig. 3. Structure of microbubble chamber. 

돌시킨다. 미세기포발생기의 구조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빠른 유속으로 충돌하며 공기가 물에 분산되는데, 이 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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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xed sludge (b) 7.2 mg/L (c) 14.4 mg/L (d) 21.6 mg/L (e) 28.8 mg/L

Fig. 4. Photograph of the mixed sludge coagulated.

포조제에 의해 기포가 안정화되어 기포가 합체되는 것이 방

지된다. 이러한 방식은 높은 압력으로 공기를 용존시킨 후 

상압으로 낮추며 과용존된 공기가 미세기포화 되는 원리를 

사용하는 기존의 가압부상 방식에 비해 낮은 압력에서 미세

기포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MB Chamber
는 D 18 cm × H 25 cm 크기로 제작되었다.

혼합슬러지는 혼합장치에서 60 rpm으로 교반되며 0.2%
의 농도로 희석된 응집제 ZETAG-78 (BASF, 독일)에 의해 

응집된다. 혼합장치에서 유출된 슬러지는 미세기포를 포함

한 물(이하 ‘미세기포수’라 함)과 혼합되어 부상조로 이동

한다. 
플럭과 기포가 파괴되지 않도록 유입속도를 점차 저감시

켜 부상조로 주입하고 균등 분배되도록 하였다. 부상조에는 

부상된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한 수집기를 설치하여 부상된 

고형물을 분리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응집제 농도 결정

본 파일롯 실험대상인 충남 N.S. 하수처리장 혼합 슬러

지의 최적 응집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파일롯 실험에 앞

서 응집제 최적 주입량 및 응집된 생성 플록의 특성을 알아

보았다.
혼합 슬러지 중 SS 농도는 11,630 mg/L이었다. 실험 장치

는 jar-tester기를 사용하였고, 교반속도를 150 rpm으로 조절

하였다. 응집제는 액상 양이온 고분자 응집제인 ZETAG-78 
(BASF, 독일)을 0.2%로 희석하여 사용하였고, 비이커에 폐

수 200 mL를 채우고 교반시키면서 응집제를 주입하여 최적

의 응집제 주입농도를 도출하고 생성된 플럭과 상등여액의 

탁도를 관찰하였다. 

2.2.2. 실험조건 

충남 N.S. 하수처리장의 생슬러지는 1차 침전지에서 침

전․분리된 무기성 물질이 많이 함유된 슬러지로 고형물의 

농도가 30,000 mg/L 이상이었고, 잉여슬러지는 2차 침전지

에서 가라앉은 활성슬러지 중에서 일부 폭기조로 반송되고 

남은 슬러지로 미생물 덩어리이며 유기성이고 고형물의 농

도가 5,000~9,000 mg/L로 생슬러지 보다 낮았다. 본 실험의 

실험대상인 혼합슬러지는 생슬러지와 잉여슬러지가 일정

시간마다 유입되었으며 평균적인 유입비율은 3:7이었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sludge thickening using 
pilot plant

Parameter Condition

Coagulant dosage 18~40 mg/L

Surface active agent dosage 4.0 mg/L

Flux of mixed sludge 34 L/min

Microbubble water flux / Mixed sludge flux < 10% 

충남 N.S. 하수처리장은 생슬러지와 잉여슬러지를 혼합

하여 저장하는 저장조가 있어 이곳에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혼합슬러지 저장탱크로 이송하여 실험하였다. 혼합슬러지 

저장탱크 용량은 200 L이고, 이 탱크에 수중펌프를 사용하

여 혼합슬러지를 혼합장치로 34 L/min의 유량으로 이송하

였다. 처리장의 공정수를 미세기포 발생을 위한 물(미세기

포수)로 사용하였다. 기포조제는 정량펌프에 의하여 이송되

어 적정 농도로 희석되었으며, 희석탱크에서 희석된 기포조

제는 MB chamber로 펌프 이송되어 기포발생에 이용되었다. 
MB chamber의 기포발생능력은 최대 6.0 L/min이었다. 유
입 혼합슬러지 대비 미세기포수의 비율(이하 ‘미세기포수 

주입율’이라 함)은 미세기포수의 by-pass 밸브를 통하여 조

절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생슬러지와 잉여슬러지를 혼합한 혼합

슬러지의 SS 농도는 9,600~14,700 mg/L 범위이었다. 기타 

실험조건은 Table 1과 같다.
본 실험의 성상분석은 수질공정시험법, 폐기물공정시험법 

또는 KS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3. 실험결과

3.1. Jar test를 통한 응집제 최적 농도 결정

본 파일롯 실험대상인 혼합 슬러지의 응집 최적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파일롯 실험에 앞서 전 실험으로 응집제 

최적 주입량 및 응집된 생성 플록의 특성과 상등여액의 특

성을 알아보았다. SS 농도는 11,630 mg/L이었다. 
Fig. 4와 같이 응집제를 21.6 mg/L 주입한 경우 상등액 탁

도가 가장 맑고, 응집플록이 견고하여 최적임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일정량 이상의 응집제 투입은 부상이나 침전에 불

리하다는 연구결과6)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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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시 교반에 의한 안정성 확인 결과, 응집제를 투입하

여 일정시간 이상 교반할 경우 응집된 플럭이 깨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응집제의 양이 적을수록 그

리고 교반속도가 클수록 심하게 나타났다.

3.2. 미세기포 크기

MB chamber와 기포조제를 이용하여 부상에 필요한 미세

기포를 발생시켜 그 발생된 기포의 크기와 분포도 등을 분

석하였다. 
기포조제를 40 mg/L의 농도로 희석시킨 후 MB chamber

를 통과시켜 고속충돌 방식으로 기포를 발생하였고, 기포

Fig. 5. Photograph of the generated microbubble (a) and size 

distribution of microbubble according to pressure of MB 
Chamber (b).

는 1,000 µm 눈금의 scale (stage 마이크로미터)과 100배율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크기를 측정하였다. 
기포조제와 MB chamber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미세기포

의 사진을 Fig. 5(a)에 나타내었으며, 발생된 기포크기를 측

정하여 얻은 분포를 Fig. 5(b)에 나타내었다. MB Chamber 
내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된 기포의 수평균직경은 작

아졌다. 1.5 kgf/cm2일 때 평균 기포크기는 110 µm였으며, 
2.0과 2.5 kgf/cm2일 때는 각각 80 µm과 68 µm였다. 이는 

MB Chamber 내부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 충돌이 미

세기포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한 반면, 용기내 압력과 

부상조의 압력차이에 따른 공기 용해도 차이에 의해 미세기

포가 발생되는 효과가 증가한 결과이다.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되는 기포의 크기가 작아지는 결과는 기존의 연

구15)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기포크기는 가압부상법

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기포의 직경 10 내지 50 µm15)

보다는 크다. 
미세기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에 투입되는 에너지 비용

이 크다는 사실과 응집된 플럭의 입자와 미세기포 직경의 

비가 0.75 내지 2.0일 때 충돌반응이 가장 활발하다는 연구

결과15,16)를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경우와 같이 고농도의 슬

러지를 응집시켜 플럭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가압부상법 보

다는 저압부상 또는 상압부상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후 파일럿 실험에서는 MB Chamber 내부의 압력을 1.5 

kgf/cm2으로 유지하며 부상농축실험을 수행하였다.

3.3. 영향인자별 하수슬러지 농축 특성

3.3.1. 미세기포수 주입율의 영향

SS농도가 9,600~14,700 mg/L인 혼합슬러지를 대상으로 

미세기포수 주입율이 슬러지 농축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

였다. 
미세기포수 주입율에 따른 농축슬러지의 고형물 농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미세기포수 주입율의 증가에 따라 농

축슬러지의 고형분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미세기

Fig. 6. Effect of microbubble water injection ratio on sludge 
thick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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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주입율이 높다는 것은 혼합슬러지 단위부피당 기포량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농축슬러지의 고형물 농도가 미세기

포 주입율에 비례하는 것은 기포량이 많을수록 고형물과의 

접촉확률이 높아 부상되는 고형물이 많으며, 슬러지가 부

상된 이후에도 슬러지와 결합하지 않은 잉여 기포에 의해 지

속적으로 압밀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상 효율도 높

아짐을 알 수 있었다. 8%의 미세기포수 주입율에서 혼합슬

러지의 고형물 회수율은 90%였으며, 미세기포수 주입율이 

높아질수록 회수율은 증가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하여 일정 

비율 이하의 미세기포수 주입율(본 실험에서는 10%)에서는 

슬러지 농축농도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으며, 
미세기포수 주입율이 혼합슬러지의 8% 이상이면 농축슬러

지의 고형물 함량 40,000 mg/L 이상, 고형물 회수율 90% 이
상(최대 99% 이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미세기포수 주입율에 따른 농축슬러지와 처리수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응집제 주입율은 39.6 mg/L이었다. 혼합슬러지

는 2 m3/hr (34 L/min)의 유량으로 부상조에 유입되었으며, 
미세기포수 주입율을 7.1~9.7%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다.

Fig. 7. Effect of microbubble water injection ratio on (thickened 

sludge volume/filtrate volume) (SS concentration of mixed 
sludge: 13,200 (mg/L)).

Fig. 8. Thickened sludge volume and filtrate volume were mea-
sured using mass cylinder.

농축슬러지와 처리수의 비율은 미세기포수와 응집된 혼합

슬러지가 부상조로 이송되는 배관에 미리 설치된 샘플링 

밸브를 열어 매스실린더에 담아 일정시간 후 상부의 농축

슬러지와 하부의 처리수의 부피를 각각 측정하여 계산하였

다. 실험결과는 Fig. 7과 8에 나타내었다.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세기포수 주입율이 높을수록 농

축슬러지의 부피가 감소하고 농도가 높았다. 이는 앞서 실

시한 미세기포수 주입율이 슬러지 농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실험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포의 양이 많을수록 

슬러지의 농축효율이 높아지고 부상슬러지가 압밀화되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3.3.2. 응집제 농도에 따른 슬러지 농축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약품비의 상당부분이 응집제 구

입비이기 때문에 응집제의 주입율은 부상의 운영에 있어 약

품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SS 회수율 90% 이상, 농축슬러

지의 SS 함량 4% 이상을 만족하는 부상의 범위에서의 적정 

응집제 주입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대상 혼합슬러지의 SS 농도는 16,200 mg/L이었다. 실

험결과는 Fig. 9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에서 보여지듯이 18~35 mg/L의 범위에서 응집

제 주입 양을 변화시킨 결과, 28.9 mg/L에서 농축된 슬러

지의 고형분이 가장 높았으나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

다. 응집제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농축슬

러지 농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jar test에서 나타난 현상

과도 일치한다. 18 mg/L의 경우 생성된 플럭의 크기가 작아 

교반속도 등의 작은 조건 변화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안

정적인 처리가 쉽지 않았다. 

3.3.3. 장기 운전 결과

충남 N.S. 하수처리장에서 2012년 7월 28일부터 8월 31
일까지 현장 실험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응집제 평

균 주입 농도는 29.6 mg/L였으며 미세기포수 주입율은 평

균 9.7%이었다. 파일롯 실험결과 혼합슬러지의 SS 농도는 

Fig. 9. Effect of dosage of coagulant on concentration of thic-

kened sl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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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aily flotation results of mixed sludge. 

평균 14,400 mg/L으로 유입되어 부상된 농축슬러지의 고

형물 함량은 평균 60,300 mg/L이었다. 

4. 결 론

파일롯 규모의 저압형 부상조를 충남 N.S. 하수처리장에 

설치하여 운전변수별로 SS 농도가 9,600~18,300 mg/L인 

혼합슬러지의 부상 농축실험을 수행하였다.
미세기포 발생기 내부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된 미

세기포의 평균크기는 작아졌으며 미세기포수 주입율 10%에

서 농축 고형물의 최대 농도를 얻어 가장 적절한 비율로 나

타났다.
응집제 평균 농도 27.6 mg/L, 기포조제 평균 농도 4.0 

mg/L, 미세기포수 주입율 평균 9.7%로 파일롯 저압형 부상

조를 장기 운전한 결과, 고형물 표면적 부하율은 30 kg/m2/ 
hr로 나타났고, 농축슬러지 고형물 함량은 60,300 mg/L, 고
형물 회수율은 최대 99% 이상을 나타내었다.

1.5 kgf/cm2에서 기포조제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미세기포

의 경우 가압부상법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기포보다

는 컸으나,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이 슬러지의 농도가 높아 

응집 후 플럭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저압부상법을 사용하여

도 99% 이상의 고형물 회수율을 얻을 수 있어 가압부상법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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