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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BF(Dissolve Air Flotation with Ball Filter) is developed as the DAF with the addition of a fiber ball at the lower 

part of the DAF. The DABF with a capacity of 4,500 m3/h was constructed at Gijang SWRO plant in Busan. Since the 

ball filter has high filtration rate, the loading rate of DABF was designed from 20 to 42 m3/h/m2. When one DABF 

basin is in the back washing mode, the loading rate of other two DABF basins is increased to 42 m3/h/m2. Turbidity at 

the BF outlet in DABF is <2 NTU at turbidity of 5-10 NTU at the BF inlet. If there is no algae bloom and turbidity is 

low in raw seawater, only BF in DABF is operated and meets <2 NTU at the BF outlet. Even if BF is operated at high 

hydraulic loading rates, no significant differential pressure increases and reduction in the turbidity removal rate is 

minimal in a day. Thus, DABF is the pre-treatment technology that provides stable water quality even with BF 

onlyoperation without DAF operation. Compared with the DAF, DABF requires additional facilities such as valves, 

piping, and drainage systems for backwashing the BF. But in terms of footprint and operating costs, DABF has more 

advantages than DAF. With DABF application, the load of the downstream filtration equipment is decreased so that 

the capacity of the filtration equipment can be reduced. Also, if the downstream filtration equipment is to be 

maintained the same regardless of DABF, the operating cost of DABF is less than D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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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최근 해수담수화 랜트에는 역삼투막 방식이 많이 채택되

어 설치  운 되고 있는데, 처리 공정으로는, 부상법, 여

과법 뿐만 아니라 정 여과설비, 한외여과설비 등 막 기술의 

용이 확 되고 있다(Amy et al., 2017; Ang et al., 2015; 

Goh and Ismail, 2018). 해수담수화시설의 원수인 바닷물은 

일반 으로 지하수나 지표수에 비해 조류나 미생물 등이 많

아 막의 울링(Fouling) 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울

링 발생을 낮게 하고 운 보수비용 측면의 경제 인 효율성

을 향상하기 해서는 효과 인 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세

계 으로 바닷물에서는 조 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의 남해안에서도 조가 발생하고 있다(Song et al., 

2017; MOF, 2019).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조류가 다층여과설

비나 여과막으로 유입되면 역세를 더 자주해야 해서 운 이 

어려워지고 RO의 울링 상이 심각해지므로 조류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한 처리 공정으로 용존공기부상법

(Dissolved Air Flotation, DAF)을 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Haarhoff and Edzwald, 2013; Jamaly et al., 2014; 

Shutova et al., 2016; Valavala et al., 2011). 

해수담수화시설에서 DAF는 고탁도가 유입되거나 조류들

이 많이 유입되었을 때 효과 인 공정이지만, 탁도 조건에

서는 운  비용에 비해 제거량이 낮으므로, 경제성이 낮아지

는 단 이 있다. 이러한 DAF의 단 을 개선시키기 해 

DAF의 부상기술과 여과기술을 조합하여 사용한 기존 사례

로 Spidflow®, COCO DAFF®, FloFilter®, Enflo-FiltTM 등이 

있다(Brandt et al., 2017; Eades and Brignall, 1995; Gaid, 

2011). 하지만 이러한 부상법들의 경우, DAF의 요 설계인

자인 수리학  부하율은 20 ~ 40 m3/h/m2이지만, 모래여재 

여과법의 수리학  부하율은 10 m3/h/m2으로 서로 차이가 

있다(Anderson et al., 2017). 두 기술의 수리학  부하율 차

이로 인해, 서로 조합시킬 경우 설계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

에 한 기술에 설계인자를 맞춰 설계하면 다른 기술은 효율성

이나 성능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과법의 수리학  부하율이 부상법의 수리

학  부하율 수 으로 높일 수 있는 유동성 여과 매체인 볼 

필터(Ball media filter, BF)를 용하여, 한 공간에 부상기술

과 여과기술을 조합한 용존공기부상 여과시스템(Dissolved 

Air Flotation with Fiber Ball, DABF)을 개발하 다. 본 연구

는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장에 설치된 DABF에서 실규모로 

BF에 한 성능평가를 집 으로 실험하 으며, 본 실험을 

바탕으로 DABF+DMF와 DAF+DMF에 한 경제성 비교를 

진행하 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테스트 공정 구성

부산 기장에 치한 역삼투압 방식 해수담수화시설에는 스

크린 형태의 해수 유입설비(Seawater intake), 해수내의 입자

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처리 설비, 염분을 제거하는 RO 설

Fig. 1. Gijang SWRO Process Diagram applied with DABF.

Table 1. DABF design parameters

Parameters Value

 Design flow  4,500 m3/h

 Loading rate  < 25 m3/h/m2 (3 basins operation), < 40 m3/h/m2 (2 basins operation)

 Effluent turbidity  < 1 NTU

 Design pressure  7 bar (Discharge of recycle pump)

 Equipment  Ball media, under drain, saturator, recycle pump, floating hydraulic drai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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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들로 구성된다. 처리 공정은 2단(2 stages)으로 구성되는

데, 첫 번째 단(1st stage)인 DABF에서 처리된 후, 두 번째 

단(2nd stage)인 UF 는 DMF로 보내져서 처리된다. 

DABF에서를 통과한 해수는 해수 공  펌 (SSP)에 의해 

UF 는 DMF로 각각 보내져서 여과된 후, 각각의 고압펌

와 에 지 회수 장치를 거쳐서 SWRO로 유입되어 해수 내의 

염분들이 제거된다(Fig. 1).

2.2 DABF 설비 구성

DABF는 DAF와 BF로 구성되어 있는데, BF는 부상조 하

부에 약 1m 깊이로 섬유 볼(Fiber Ball)을 용하 고, 이때 

섬유 볼의 크기는 직경 3 cm 수 이다(Fig. 2). 설계 용량은 

4,500 m3/hr로서 3개의 Basin으로 나 어져 있어 1개의 

Basin이 역세척할 경우는 나머지 2개 Basin으로 운 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DABF에는 공기가 용존되도록 공기 

포화장치(Saturator)가 설치되고, 미세기포가 생성될 수 있도

록 DABF 입구부에는 노즐이 설치되어 있다. DABF 상부에

는 부상된 스컴이 배출될 수 있도록 부상식 배수 장치가 

용되어 있다. BF는 역세척이 필요하므로, 하부 구조물은 역

세척이 가능하도록 유공 블록이 용되었고, 역세수 배 , 

역세공기 배  등의 장치가 용 되었다(Table 2). 

BF는 모래여재와 달리 시 에 다양한 형태가 있고 공  

가격도 다른 섬유상 여재의 필터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BF 여재 사양은 Table 2와 같다. BF 여재의 재질은 내화학

성이 우수한 PP로서, 도가 낮아 유체의 흐름에 의해 수

에서 유동성을 띠는 특성을 활용하기 해 유동할 수 있는 

공간의 70-80% 정도로 채워 다. 역세와 유체의 흐름에 의

한 외부로 유출되거나 처리공정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BF의 상부 배출 배 에는 BF 여재보다 작은 다공성 배

을 용하 다. BF media는 역세를 통해서 오염물을 세척

해주면 반 구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섬유상 매체는 공극

률이 크고 도도 작아 유동이 용이하므로 여재 후의 압력 

차이가 낮은 특성이 있다. 

BF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BF 단과 후단에서 샘

링 할 수 있도록 배   샘 링 펌 를 설치하여 BF 단

과 후단의 샘 을 탁도계(Endlesshauser, CUE22)와 티클 

카운터(PAMAS, S4031)를 통해서 탁도, 입자 크기분포, 입자

수 등을 분석하 다. 

2.3 장치 운

부산 기장 인근의 육지로부터 약 330 m 떨어지고 해수면으로

부터 6 m 이상의 깊이에서 해  터  구조물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된다. 이 때, 해수내의 수 리미터 이상의 잡물들은 취

수 스크린을 통해 일차 으로 걸러진 후, 해수가 유입된다.

해수에 FeCl3를 응집제로 3 ~ 10 ppm 범 로 주입한 후, 

DABF로 유입되는 데, 혼화  교반기로 응집 과정을 거친 

후, 용존 공기와 한 후 부상조 내부로 유입된다. 상부에

는 슬러지가 부상되고, 하부로 이동하면서 BF를 통과한다. 

BF는 하루에 1번씩 번갈아 역세척을 하는데, 이 때 운 되는 

나머지 2개의 Basin에 유입되는 유량이 증가하여 수리학  

부하율이 증가한다. Basin을 3개로 운 할 경우 25 m3/h/m2

의 수리학  부하율로 운 하게 되고, 2개로 운 할 때는 40 

m3/h/m2로 운 된다. 탁도와 조류가 높은 해수가 유입할 때 

반송펌 , 컴 셔 등 DAF의 설비를 체 으로 가동하고 

공기포화기(Saturator)의 압력과 노즐을 통해 미세기포의 크

기와 생성량을 조 하여 오염물질을 부상 분리한다(Jung et 

al 2018; Kim et al., 2018; Kim et al 2017). 

DABF는 지하에 치하여 해수면의 수 에 맞춰 자연 유

하로 유입되는 특성으로 인해 DABF의 수 는 해수의 조수 

간만의 차이에 따라 변동한다.

DABF는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는 처리 기능이 주요목표

인 공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BF의 입자성 물질 제거를 

Fig. 2. Structure of DABF.

Table 2. Ball Media Filter Specification

Appearance Material Diameter Density Bulk density Specific surface area Porosity

White color and 
Sphere shape 

PP 25 ± 5mm 1.38 g/cm3 75-80 kg/m3 3,000 m2/m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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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춰 평가하 는데, BF 후의 입자성 물질의 지표인 탁

도, 티클 등을 분석하 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유입수의 성상 변화

해수는 계 에 따라 수온, 염도, TDS, pH 등이 변동하며, 

TDS는 약 35,000 ~ 37,283 mg/L까지의 pH는 7.9 ~ 8.3까지

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다(Table 3). 탁도는 조류와 기상 상황

에 따라 수질이 변동하며, 최소 1.2 NTU부터 최고 15.2 

NTU까지 나타났다(Fig. 3). 유입 수질 변화에 따라 탁도일 

때와 고탁도일 때를 구분하여 반송펌 의 가동여부를 결정

하여 미세기포를 주입하여 운 하 고 유출수의 탁도는 일

정하게 <1 NTU를 유지하 다. 부산 기장지역은 최근 10년 

동안 거의 매년 조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공기부상공정이 

필요한 지역이다. >10 NTU의 고탁도로 유입되는 빈도는 1

년에 40회 미만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DABF의 설비를 체

으로 가동한 기간은 10% 미만이다.

본 연구를 통해 DABF를 효율 인 운 을 해서는 탁

도와 고탁도에 따라 운 방식을 다르게 운 해야 한다. 탁

도로 유입될 때는 BF만 단독으로 사용하여 운 하고 고탁도

가 유입될 때는 반송펌 를 사용하여 미세기포를 부상조 내

에 주입하여 운 하도록 한다. DABF는 미세기포를 발생하

는 동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BF의 여과기능을 보유하고 있

어 에 지 감과 운 의 안정성, 가동률을 높이는 등 운

유지비용 측면에서 DABF의 경제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3.2 BF 여과 후의 탁도 성능 평가 실험

BF는 구형태 심으로 다량의 섬유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BF를 통과하면서 입자성 물질은 부착되어 여과되고 물은 통

과한다. 유체의 흐름에 따라 BF는 유동 으로 수 내 움직

임을 띄면서 입자성 오염물질을 여과한다. BF의 처리효율은 

입자의 크기와 입자의 농도 등 다양한 인자에 향을 받게 

되며, 수 의 탁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탁도를 통해 평가

하 다.

BF 단의 탁도가 1 ~ 10 NTU에서는 BF를 여과한 후의 

탁도는 3 NTU 이하로 유지된다(Fig. 4). BF 단의 탁도가 

높아짐에 따라 탁도 처리효율은 높아진다. 고탁도의 경우에

는 입자성 물질의 양이 증가하여 BF와 할 기회가 많아

져서 처리효율이 높아졌다고 단된다. 탁도에서는 BF가 

부착할 수 있는 입자성 물질의 크기의 한계가 있으므로 차 

효율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공정 측면에서 BF 단의 탁

도 1 ~ 10 NTU일 때는 BF를 단독으로 사용하여도 <3 NTU

로 공 할 수 있으므로 후속공정의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는 

안정 인 운 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BF 단독으로 운

하면 반송펌 와 컴 셔 등을 사용하지 않아 동력비는 

감된다. 하지만 고탁도 혹은 조류가 유입될 경우 후속공정의 

제거효율이 낮으므로 반송펌 와 컴 셔 등의 설비 운

이 필요하다.

BF는 역세과정으로 인해 Basin 1개를 역세하면 나머지 

Basin 2개에서 기존의 유량에 1.5배 높여 운 해야 한다. 높

은 유량에 따른 BF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Basin의 유입유

량을 조 하여 수리학  부하율을 변동하여 BF 단과 후단

의 탁도 성능평가를 하 다. 

수리학  부하율이 BF로 유입되는 수리학  부하율이 높

아질수록 BF의 탁도 제거효율은 감소하지만, 수리학  부하

율 40 m3/h/m2에서 BF 유출수의 탁도가 1 ~ 3 NTU 이하의 

성능을 확인하 다(Fig. 5). 유량이 낮으면 BF 치하는 공간

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탁도 제거효율이 높아지고 

유량이 높아지면 탁도 제거효율이 감소하 다. 

Table 3. Seawater qualities

Parameter pH
Temp.
(℃)

Turbidity
(NTU)

TSS
(mg/L)

Conductivity
(μS/cm)

TDS
(mg/L)

TOC
(mg/L)

Value 7.9 ~ 8.3 12 ~ 25 ~ 24.5 ~ 24.6 49,500 ~ 55,000 34,500 ~ 37,283 ~ 2.4

Parameter
TN

(mg/L)
Cl

(mg/L)
Boron
(mg/L)

Ca
(mg/L)

Na
(mg/L)

Mg
(mg/L)

K
(mg/L)

Value 1.3 ~ 20,348 ~ 5.1 ~ 569 ~11,392 ~ 1,519 ~ 504

Fig. 3. Performance of D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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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F turbidity removal trends.

Fig. 5. BF turbidity removal efficiency with hydraulic loading rate. 

3.3 BF 여과 후의 입자 분포

BF의 성능은 입자의 크기에 하게 련이 있을 것으로 

단하여 탁도(<5 NTU)와 고탁도(7 ~ 10 NTU)일 때 각각

의 BF 단과 BF후단의 입자 크기분포와 수를 확인하 다

(Fig. 6). 탁도에서 BF 단의 입자 크기분포는 주로 5 μm 

이하로 분포하고 있다. BF를 통과하면 입자의 크기와 상

없이 입자수는 체 으로 감소하 고 5 μm 이상의 입자수

는 100±50 개/ml 미만으로 나타났다. 고탁도에서 BF 단의 

입자크기 분포는 탁도일 때보다 반 으로 상승하 으며, 

5 ~ 15 μm 이상의 큰 입자들이 분포하 다. 고탁도에서 BF

를 통과하면 탁도일 때와 마찬가지로 입자수는 체 으

로 감소하 고 탁도일 때와 달리 입자를 제거하는 폭의 차

이가 높게 나타났다.

3.4 BF 역세 최 화 실험

다른 여과필터에서 사용하는 여과재와 마찬가지로 BF에 

Fig. 6. Particles sizes and number distribution.

Fig. 7. Turbidity trends of backwashed water.

부착되는 오염물질을 탈착시켜주기 해 역세를 주기 으로 

진행한다. 역세는 1일마다 1회 진행하 고 역세척 용수의 유

속은 40 m/h, 공기세척은 유속을 50 m/h로 설정하 다. 이

때, BF의 최 의 역세조건을 도출하기 해 역세시간에 따

른 역세수의 탁도를 확인하 다(Fig. 7). 

역세시간 기 2분까지는 역세수에서 고농도의 탁도가 측

정되었다. 이는 미세기포 주입 없이 BF 단독으로 운 할 때

는 BF에 부착되는 오염물과 BF 공간 하부에 오염물이 침

되고 BF를 역세할 때 BF에 오염물 탈착과 Basin의 바닥에 

침 한 슬러지까지 동시에 세척이 가능하다. 역세시간 2분 

이후에 역세수는 탁도가 차 낮아지며, 5분 이후 역세수 탁

도의 감소폭이 차 감소하면서 더 이상 탈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BF는 역세로 주기 으로 세척한다면 손  

손실로 인한 여재감소 이 외에 여재교체 없이 반 구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3.5 DABF 경제성 평가

DAF가 용되는 공정은, 일반 으로 2단(2stage)으로 구성

되는데, DABF 후단에는 UF나 DMF와 같은 여과설비가 설

치된다. DABF의 후단에는 DMF를 용할 때 효과가 클 것

이므로, DAF+DMF와 DABF+DMF를 상호 비교하고자 하

다. 1단에는 DAF 는 DABF가 용되고 설계  운 개념

에 따라서 2단의 DMF 용기 이 달라진다. Table 4와 같이 

DAF공정과 DABF공정을 기계장치, 콘크리트 타설과 부지면

 등을 포함하는 토목(Civil), 운 유지(O&M) 측면에서 각

각 비교하 다. 이때, DAF는 연속운  여부에 따라 연속운

과 비연속운 일 때 경우로 구분하 다.

DABF 설비구성은 DAF에 비해 BF, 역세를 한 밸   

배  등이 추가되어 기비용이 약 1.2배 증가한다. DAF를 

비연속운 으로 할 때는 DMF에 부하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증가하여 DMF의 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DABF의 구성

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기비용을 갖는다. 운 비 측

면에서 비교했을 때, DABF의 에 지소비량은 연속으로 운

하는 DAF 비 약 15% 수 이고, 비연속 으로 운 하는 

DAF보다는 에 지 소비량이 약간 높은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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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조  고탁도에 비하여 설치한 DAF를 탁도시에도 

효과 으로 운 하고자, DAF 하부에 여과 속도가 빠른 

Fiber ball을 용한 하이 리드 형태의 부상 여과 시스템으

로서 DABF를 개발하 다. 일반 으로 여재 방식의 여과설

비의 여과 유속은 DAF의 수력학  부상 속도보다 낮아 

용이 어려웠으나, DABF내의 BF는 여과 유속이 빠르므로, 

하게 조합시켰다. 

DABF를 실규모로 장에 용하 는데, BF 유입탁도 5 ~

10 NTU 구간에서 BF를 처리한 후 탁도는 <2 NTU로 안정

인 수질 성능을 확인하 다. 조류가 유입되는 상황  고

탁도에서 BF의 성능이 낮아 후속 여과 설비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DAF를 가동하여 미세기포를 발생시켜서 수

질을 향상시킨다. 

기존 DAF와 비교하여 DABF는 BF 역세를 한 밸 , 배

, 배수 시스템 등과 같은 추가설비가 필요하지만, 후속 공

정인 여과설비의 고형물 부하율을 감시켜서 설비의 크기

를 이고 설치 면 을 이거나 DAF를 정지시키더라도 수

질을 안정 으로 유지할 수 있어 에 지 소비량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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