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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1,000 m3/d DAF(dissolved air flotation) pilot plant was install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floating process

using the Nakdong River. Efficiency of various DAF operations under different conditions, such as hydraulic loading rate, 

coagulant concentration was evaluated in the current research. The operation conditions were evaluated, based on the

removal or turbidity, TOC(total organic carbon), THMFP(trihalomethane formation potential), Mn(manganese), and 

Al(aluminum). Also, particle size analysis of treated water by DAF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les

existing in the treated water. The turbidity removal was higher than 90%, and it could be operated at 0.5 NTU or less, 

which is suitable for the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 Turbidity, TOC, and THMFP resulted in stable water quality when

replacing the coagulant from alum to PAC(poly aluminum chloride). A 100% removal of Chl-a was recorded during the

summer period of the DAF operations. Mn removal was not as effective as where the removal did not satisfy th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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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낙동강 하류는 탁도와 유기물 농도가 

높고 고농도의 녹조가 발생하여 여름철 정수장 운영

에 어려움이 있다 (Cho et al., 2018; Park et al., 2019). 
2012년 낙동강에 보가 건설된 후 하류 중심으로 하절

기 마다 대량의 녹조가 발생되어 기존 정수처리공정 

운영에 저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17a; Park et al., 2017). 기존 정수장은 표준정수

처리 시설과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연계하여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강우시 발생되는 고탁도를 적절히 대처

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최근 기후변

화로 인해 수원지에 대량의 녹조가 번식하여 정수장

의 침전지 효율이 낮아지면서 모래 여과지가 자주 폐

색되어 역세척 주기가 짧아져 식수 생산량이 적어지

는 차질을 빚고 있다 (Edzwald 2010; Moghaddam et 
al., 2010). 저밀도의 녹조가 번성하여 정수장에 유입

될 때 기존 침전공정보다는 부상공정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Filho et al., 2016; Jeong et al., 2015; 
Maeng et al., 2018; Oh et al., 2019). 대표적인 정수처

리 부상공정인 용존공기 부상법(DAF, Dissolved air 
flotation)은 가압탱크에서 생산된 저밀도의 미세기포

가 플락에 부착되어 부상 처리하는 수처리 기술이며 

저밀도의 녹조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 (Fanaie 
et al., 2019; Kim et al., 2017b). 또한, 부상공정은 기존 

침전공정보다 높은 수면적 부하로 인해 많은 처리수

를 확보할 수 있어서 해수담수화시설 및 하수처리장

에서 사용되고 있다 (Amato et al., 2013; Fernanda et 
al., 2018; Kim et al., 2017c; Yulia et al., 2016). 녹조 문

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기존 침전공정에서 복합공

정으로 부상공정인 DAF 시설을 추가로 도입한다면 

여름철 고조류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효과적인 정수

장 운영을 수행할 수 있다 (Maeng et al., 2020). 하지

만, 낙동강 원수를 이용한 DAF 공정 연구가 현재 미

흡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pilot plant 규모의 DAF 
장기운영 평가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수

장에서 원수로 사용되고 있는 회동수원지에 1,000 m3/d 
규모의 DAF pilot plant를 설치하여 연속운영하였다. 
수질 성능평가를 위해서 탁도, TOC(total organic carbon), 
Chl-a, THMFP(trihalomethane formation potential), Mn 
(manganese) 분석하였으며 DAF 후속공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처리수의 Al(aluminum) 분석을 모니터링 

하였다. 그리고 수면적 부하(10~15 m/h)와 응집제 (40, 
60 mg/L)에 따른 DAF 처리수의 입자 분석 및 수질분

석을 수행하여 최적의 운영조건을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

2.1 DAF pilot plant 설치 및 운영

낙동강 수계에 연계된 회동수원지를 유입 원수로 

사용하여 1,000 m3/d 규모의 DAF pilot plant를 아래 

Table 1과 같은 조건으로 연속운전하였다. 운전 기간

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로 총 16개월이며 계절

별 원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Al2SO3의 농도로써 

alum(8%)와 PAC(10%)을 이용하였고 2018년 8월까지

는 alum(8%)을 사용하였고 9월부터는 PAC(10%)을 주

입하여 운전하였다. 응집제 주입농도는 원수 탁도 변

화에 따라 40~60 mg/L로 농도를 변화시켜 주면서 운

전하였다. DAF pilot plant는 2층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1층은 약품 탱크, Air compressor, 가압탱크, 가압펌프 

등을 운영하였으며 2층은 약품 혼화조, 응집 반응조, 
접촉조, 부상조, 슬러지조, 처리수조 등으로 제작되었

다. 버블 발생량을 높이기 위해서 접촉조 하단에 6개

quality standards for the majority of the operation period. Hydraulic loading of 10 m/h, and coagulant concentrations of 

40 mg/L was determined to be the optimal operating conditions for turbidity and TOC removal. When the coagulant concentration

increases, the Al concentration of the DAF treated water also increases, so coagulant injection control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raw water quality. Particle size distribution results indicated that particles larger than 25 μm showed higher removal

rates than smaller particles. The total particel count in the treated water was 2,214.7 counts/ml under the operation conditions

of 10 m/h of hydraulic loading rate and coagulant concentrations of 60 mg/L. 

Key words: DAF pilot plant, Hydraulic loading rate, Coagulant, Particle analysis, Water quality

주제어: 용존공기 부상 파일럿 플랜트, 수면적 부하, 응집제, 입도 분석, 수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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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즐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슬러지 처리는 원

형 스크레이퍼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아래 Fig. 1은 

DAF pilot plant 설계 개요도를 보여주고 있다. 

2.2 시료 샘플링 및 수질분석

DAF pilot plant의 연속운전 성능평가를 위해서 수

행된 수질 분석항목들은 탁도, TOC, THMFP, Mn, 
Chl-a이다. Table 2는 원수의 평균 수질 분석자료를 보

여주고 있다. 모든 수질 항목들은 원수와 처리수를 동

일한 시간대에 1 L 멸균 채수병을 이용하여 샘플링 

하였으며 탁도는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였고 나머지 

분석항목들은 연구실에서 24시간 안에 분석하였다. 
탁도는 이동형 탁도계(2100Q, HACH, USA)을 이용하

여 1회/일로 측정하였으며 TOC(Sievers M9, Sievers, 
USA), THMFP(Agilent 7890B GC/ECD, Agilent, USA), 
Mn(ICP/MS, Agilent, USA) Chl-a(Bbe fluorometer, 
Moldaenke, Germany)는 2회/월로 분석하였다. 특히 배

관에 착색을 일으키고 맛을 유발시키는 Mn이 회동수

원지에서 유출되기 때문에 DAF에 의한 제거효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Richard and Piet, 2004). 

2.3 운영조건별 DAF 운전평가

2.3.1 운영조건별 DAF pilot plant 운영

DAF pilot plant의 운영조건을 변화시켜 수질에 따

른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운영조건은 수면적 부하

(10~15 m/h)와 응집제 주입량(40~60 mg/L)을 변화시켜 

DAF 원수 및 처리수의 탁도, TOC, Al의 농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Al는 응집제의 잔류 물질이기 때문에 후

속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응집제 농도별 Al 
농도를 관찰하였다. Al 분석은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

량 분석기(Agilent ICP/MS, Agilent, USA)를 통해서 분

석하였다. 

2.3.2 운영조건별 처리수의 입자 분석

처리수에 존재하는 입자들은 후속공정인 모래여과

Item
Hydraulic loading rate

(m/h)
Coagulant

(mg/L)
Recycle rate

(%)
Air rate
(L/min)

Period
(months)

Value 10~15 40~60 10 6 16

Fig. 1. Schematic of DAF pilot plant.

Table 1. Operating condition of DAF pilot plant

Parameter
Turbidity

(NTU)
TOC

(mg/L)
THMFP
(mg/L)

Manganese
(mg/L)

Chl-a
(mg/m3)

Value 2.1~91.6 2.9~3.7 0.04~0.11 0.003~0.24 12

Table 2. Characteristics of raw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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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막여과 공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운영조건별 처리수의 입도 분석을 수행하였

다. 입자 분포도에 따른 처리수의 입자 개수를 분석하

였다. 또한, 조건별 평균 입자 크기를 분석하여 처리

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조건별 입

자 분석 실험은 DAF pilot plant이 처리수조 상단에 입

자 분석기(PC 2400D, Chemtrac, USA)를 부착시켜 운

영하였으며 분석에 적용된 입자 크기 범위는 2~100 μm
이며 총 9개 채널로 평균값인 3.5, 7.5, 15, 35, 45, 60 
85, 100 μm으로 조정하였다. 사용된 입자 분석기의 유

입 유속은 100 ml/min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총 

3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서 평균값으로 입자 개수를 

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DAF pilot plant 연속운영 수질 결과

3.1.1 탁도 제거 결과

DAF pilot plant 연속운영에 따른 탁도 결과는 Fig. 2
에서 보여주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처리수 

탁도는 원수 탁도에 영향을 받아 수질 변화가 불안정

하지만, 9월부터는 강우에 의한 높은 원수 탁도를 제

외하고는 일정한 처리수 탁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는 9월부터 응집제를 alum(8%)에서 PAC(10%)로 변경

하면서 안정적인 처리수 탁도를 얻을 수 있었다. 원수 

고탁도가 91.6 NTU까지 올라갔지만, 탁도 제거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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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urbidity results of raw water, treated water and 
removal(%) during operation of DAF pilot plant.

처리수 탁도가 각각 92.2%와 7.1 NTU로 알 수 있었다. 
고탁도 원수가 유입될 때 응집제 주입량을 저탁도 원

수와 동일한 PAC 40 mg/L로 주입되면서 처리수 탁도

가 높게 나왔지만, 고탁도 유입시 응집제 주입량을 증

가시켜 DAF를 운영하면 효과적으로 탁도를 낮을 수 

있다. DAF를 운영할 수 있는 100 NTU이하의 고탁도 

원수에서 랩 실험을 통해 응집제 PAC 10, 20, 50 
mg/L을 주입할때 처리수 탁도가 각각 12.1, 4.46, 0.5 
NTU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탁도 유입시 

2018년 10월 이후 원수탁도가 10 NTU 이하에서는 

DAF 처리수를 먹는 물 수질 기준인 0.5 NTU로 맞추

어 운전할 수 있었으며 탁도 제거율도 90% 이상 유지

할 수 있었다. 

3.1.2 TOC 및 THMFP 제거 결과

Fig. 3은 DAF pilot plant의 연속 운전기간 동안 TOC
와 THMFP의 처리수 수질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유
기물의 지표인 TOC는 탄소계 소독 부산물의 전구물

질이기 때문에 THM의 전구물질인 THMFP와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TOC는 원수 및 처리수 농도 범

위가 각각 2.9~3.7 mg/L과 1.6~2.8 mg/L로 분석되었으

며 제거율도 23~55%로 알 수 있었다. 또한, 겨울 시즌

에 여름 시즌보다 제거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여름시즌에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해 DAF 운
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THMFP의 

원수 및 처리수 농도 값은 각각 0.04~0.11 mg/L와 

0.02~0.03 mg/L로 분석되었으며 제거율도 34~5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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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C and THMFP results during operation of DAF 
pilo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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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그래서 DAF pilot plant을 이용한 최대 

유기물 제거는 약 50% 정도 제거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TOC와 THMFP는 앞선 탁도 결과와 유사하게 

2018년 9월 응집제를 alum(8%)에서 PAC(10%)를 교체

한 시점부터 처리수 농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 안정적인 값을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소독부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alum(8%)보
다는 PAC(10%)가 DAF 운전에 효과적인 인자인 것으

로 사료된다. 이는 PAC (10%)의 알루미늄 함유량이 

alum(8%)보다 높고 pH 조건에서도 효과적이기 때문

이다. 

3.1.3 Mn 제거 결과

회동 수원지는 표층수임에도 불구하고 Mn이 간헐

적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인 0.05 mg/L 이상으로 유출

되어 DAF pilot plant 연속운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

링이 요구되었다. Fig. 4에서는 원수와 처리수의 Mn 
농도 값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2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로 제거되었지만, 2019
년 겨울시즌에 Mn이 최대 0.21 mg/L가 검출되면서 처

리수도 먹는물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0.18 mg/L로 

분석되었다. 산화제를 주입하면 Mn7+에서 유기물을 

산화시켜 이산화망간으로 환원되면서 제거할 수 있다

고 보고되고 있다 (Kwon et al., 2009). DAF pilot plant 
운전만으로 Mn 제거가 어려울 때 간헐적으로 산화제

를 주입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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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n results of Raw water and treated water during 
of operation of DAF pilot plant.

3.1.4 Chl-a 제거 결과

낙동강 수계에서는 다른 수계보다 여름철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부상공정인 DAF가 효과적인 

수처리 기술로 알려져 있다. Fig. 5는 회동 수원지의 

Chl-a 발생량과 DAF pilot plant의 연속운전 결과에 따

른 Chl-a의 제거율을 보여주고 있다. Chl-a는 여름철 

장마가 지난 8월 이후부터 10월까지 가장 많이 발생

하였으며 최대 29.16 g/m3까지 검출되었다. 장마철에

는 빗물로 녹조가 흘러내려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1 g/m3의 낮은 농도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겨

울 시즌이 여름 시즌보다 상대적으로 Chl-a 농도가 낮

게 분석되었다. 가장 낮은 Chl-a 농도는 2019년도 1월
이며 0.004 mg/m3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여름철에 많

이 발생되는 Microcystis sp.가 겨울철에 적게 발생한 

이유이다 (Wang et al., 2016). 기존 문헌에서는 침전공

정에서 Microcystis sp.가 약 75% 제거되는 경향을 나

타내고 있지만 (Ahn, 2010), 본 연구에서는 DAF 처리

수에는 Chl-a 농도가 검출되지 않아 Chl-a 제거율이 

100%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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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l-a results of raw water and removal(%) during 
operating of DAF pilot plant.

3.2 운영조건별 수질 결과

3.2.1 조건별 탁도 결과

수면적 부하와 응집제 주입량 변화에 따른 탁도의 

원수, 처리수, 제거율 결과를 Fig. 6에서 보여주고 있

다. Fig. 6(a)에서는 응집제 40 mg/L에서 수면적 부하 

10, 15 m/h의 영향에 따른 탁도 결과 있다. 수면적 부

하가 10, 15 m/h일 때 원수 탁도는 각각 4.5, 3.4 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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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urbidity results by hydraulic loading rate. (a) PAC 
40 mg/L and (b) PAC 60 mg/L.

이며 처리수 탁도는 각각 0.31, 0.25 NTU로 알 수 있

었다. 각각의 제거율도 90% 이상의 처리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b)는 응집제 60 mg/L로 주입되고 수

면적 부하는 10, 15 m/h로 운전한 결과이다. 수면적 

부하가 10, 15 m/h일 때 원수 탁도는 각각 3.4, 2.9 
NTU이며 처리수 탁도는 각각 0.25, 0.21 NTU로 알 수 

있었다. 탁도 제거율에서도 90% 이상의 처리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응집제가 40 mg/L에서 60 mg/L로 증가 

되는 조건에서 처리수 탁도는 수면적 부하 10, 15 m/h
에서 각각 19.3, 16.0%로 증가되었다. 동일한 수면적 

부하에서 응집제 주입량만 증가 될 때 처리수 탁도는 

먹는 물 수질 기준 이하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1,000 m3/d 
규모의 DAF pilot plant 운전은 수면적 부하 15 m/h와 

응집제 40 mg/L로 운전하는 것이 처리수량을 많이 확

보하고 응집제 주입량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운영

조건이다. 

3.2.2 조건별 TOC 결과

수면적 부하와 응집제 주입량 변화에 따른 TOC의 

원수, 처리수, 제거율 결과를 Fig. 7에서 보여주고 있

다. Fig. 7(a)는 응집제 40 mg/L에서 수면적 부하 10, 
15 m/h의 TOC 결과이다. 수면적 부하 10, 15 m/h에서 

TOC 제거율은 각각 40.9, 40.2%로 근소한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또한, 각각의 처리수 TOC 값도 1.3, 1.6 
mg/L로 유사한 값으로 분석되었다. 그래서 응집제 40 
mg/L 조건에서 수면적 부하 15 m/h는 10 m/h보다 근

소한 차이로 낮은 TOC 제거율과 DAF 처리수에서 약

간 높은 TOC 값을 확인하였다. Fig. 7(b)에서는 응집

제 주입량이 증가된 60 mg/L에서 수면적 부하 10, 15 
m/h의 TOC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수면적 부하 10, 
15 m/h에서 TOC 제거율은 각각 42.8, 42.2%로 확인되

었으며 앞선 Fig. 7(a)에서의 결과보다는 약 2% 높은 

TOC 제거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증가된 응집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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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6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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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OC results by hydraulic loading rate. (a) PAC 40 
mg/L and (b) PAC 6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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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으로 인한 결과이다. 또한, 각각의 처리수 TOC 
값도 1.25, 0.76 mg/L로 확인되었다. Fig. 7(b)가 Fig. 
7(a)보다 처리수 TOC 농도가 낮은 이유는 원수 TOC
에 영향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 응집제 주입과 수면

적 부하를 증가시켜도 TOC 제거율에는 큰 변화가 없

었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응집제 40 mg/L와 수

면적 부하 15 m/h가 효과적인 운전 조건이었다. 

3.2.3 조건별 Al 결과

수리학적 부하와 응집제 주입량에 따른 DAF pilot 
plant의 처리수 Al 농도를 Fig. 8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 8(a)는 응집제 40 mg/L에서 수면적 부하 10, 15 
m/h의 원수, 처리수 Al 농도이다. 원수 Al 농도는 

0.08~0.09 mg/L이며 수면적 부하 10, 15 m/h에서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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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l results by hydraulic loading rate. (a) PAC 40 mg/L 
and (b) PAC 60 mg/L.

0.18, 0.19 mg/L로 약 0.10 mg/L가 응집 반응 후 잔류 

되어 DAF 처리수로 유출되었다. 수면적 부하가 증가

하면 Al 농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8(b)는 응집제 60 mg/L에서 수면적 부하 10, 15 m/h의 

원수, 처리수 Al 농도이다. 수면적 부하를 10, 15 m/h
로 운전할 때 처리수 Al는 각각 0.23, 0.24 mg/L로 원

수보다 약 0.15 mg/L 높은 Al 농도로 검출되었다. 이
는 고농도의 응집제로 인한 응집 반응 후 잔류 Al가 

DAF 처리수로 유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수면적 부하 

10, 15 m/h에서 응집제 주입 농도별로 비교할 때 각각 

약 0.05 mg/L씩 증가 되어 DAF 처리수로 유출되었다. 
Al 농도는 DAF 후처리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 고탁도 및 고조류의 유입을 제외한 상황에서 응집

제 주입농도를 40 mg/L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3.2.4 조건별 입도 분석 결과

응집제 주입농도 및 수면적 부하에 따른 DAF pilot 
plant의 처리수 입도 분석 결과를 Fig. 9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 9(a)는 조건별 운영에 따른 DAF 처리수의 입

자 크기를 보여준다. 모든 운영조건에서 DAF 처리수의 

입자 개수는 25 μm 이상에서 평균 3.2~11.0 counts/ml로 

매우 낮고 일정한 값을 보여준다. 하지만, 25 μm보다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많은 입자를 갖고 있었다. 15 μm
의 입자 크기에서 15 m/h(PAC 60 mg/L)의 입자 개수가 

2,214.7 counts/ml이며 다른 조건인 10 m/h(PAC 40 
mg/L), 15 m/h(PAC 40 mg/L), 10 m/h(PAC 60 mg/L)는 

각각 1,026.0, 974.2, 1,237.2 counts/ml로 유사한 값을 보

여주고 있었다. 전체 입자 개수는 각각의 조건에서 

14,725.7, 15,927.7, 17,024.5, 19,282.7 counts/ml로 알 수 

있었다. 수면적 부하와 응집제 주입량이 클수록 총 입

자 개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Fig. 9(b)는 조건별 평균 입자 크기를 보여주고 있

다. 응집제 40 mg/L에서 수면적 부하 10, 15 m/h의 평

균 입자 크기는 각각 5.9, 6.1 μm이며 응집제 60 mg/L
에서 수면적 부하 10, 15 m/h의 평균 입자 크기는 각

각 6.0, 6.6 μm로 측정되었다. 앞선 Fig. 9(a)에서 알 수 

있듯이 응집제 60 mg/L와 수면적 부하 15 m/h에서 큰 

입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균 입자 크

기도 큰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다른 조건에서는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동일한 평균 입자 크기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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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article analysis by hydraulic loading rate and PAC. 
(a) particle count according to particle size and (b) 
average particle size.

입자의 평균 크기는 응집제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DAF pilot plant 처리수에 발생되는 입도 분석 결과

는 탁도 결과와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처리

수의 정확한 정량 분석을 통해서 물리·화학적 후속 처

리 공정 선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질 지표로써 대체

할 수 있다. 

4. 결 론

낙동강 수계에 연결된 회동 수원지에 1,000 m3/d 규
모의 DAF pilot plant를 설치하여 16개월 동안 연속운

전하였다. 탁도, TOC, Mn, Chl-a 등의 수질분석을 통

해 DAF 연속운전 성능평가를 하였고 수면적 부하 

(10, 15 m/h) 및 응집제 주입량 (40, 60 mg/L) 조건별 

운전에서 DAF의 최적 운전 조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DAF 처리수 입도 분석을 통해서 운전 조건별 입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탁도, TOC, THMFP는 응집제 후 안정적인 처리 수

질을 얻을 수 있었다. 낙동강 수계에서 DAF을 운영할 

때는 alum(8%)보다는 PAC(10%)를 사용하는 것이 효

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알류미늄 함유량과 pH 변
화에 효과적이다. 특히 Chl-a는 DAF 운영시 100% 제
거율을 보여주었다. 낙동강 수계에는 여름철 부상성

의 특징을 갖는 녹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상공

정인 DAF을 이용하여 녹조 제거할 때 효과적인 수처

리 기술이 될 수 있다. 수면적 부하 및 응집제 주입농

도에 따른 조건별 수질 결과에서는 탁도 제거율이 

90%이며 먹는물 수질 조건인 0.5 NTU에 만족하기 때

문에 많은 처리수를 얻을 수 있으며 응집제 주입량이 

낮아 경제적인 운영조건으로 수면적 부하 15 m/h와 

응집제 40 mg/L가 적절한 운전 조건이었다. TOC도 

모든 조건에서 40% 이상의 제거율을 나타내기 때문

에 탁도와 동일한 운전인자가 효과적이다. 원수 대비 

DAF 처리수의 Al 농도는 응집제가 40, 60 mg/L일 때 

각각 0.10, 0.15 mg/L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AF 처리수의 입도 분석은 대부분의 조건에서 25 μm 
이하에서 입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수면

적 부하 15 m/h, 응집제 60 mg/L에서 가장 많은 입자

인 19,282.7 counts/ml을 가졌다. 많은 입자는 DAF 후
속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요구된다. 
낙동강 수계를 이용한 DAF 운전은 기존 모래여과

지에서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 녹조 제거에 탁월한 

기능이 있으며 높은 수면적 부하를 통해서 많은 물량

을 확보할 수 있는 수처리 대안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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