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산화 공정을 이용하는 복합수처리 기술

기술명
기술완성도(TRL)
기술요약
키워드

고도산화 공정(자외선 AOP)을 이용한 복합수처리 기술
5-6단계(파일럿환경 테스트)
라디칼 정량화 기법을 활용한 고도산화 공정을 이용한 최적화 및 공정에너지
절감기술
고도산화, UV, UV/H2O2, UV/Cl2

기술개요
ㅇ 이 기술은 조류로 오염된 물에 과산화수소(H2O2)나 차아염소산염(HOCl)과 같은
수처리용 산화제를 주입하고 자외선으로 만들어지는 수산화 라디칼(OH Radical)로
고도산화 정수처리를 하는 것임
ㅇ 수산화 라디칼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려는 성질이 매우 높은 물질이며, 강력한
산화·소독 기능으로 다양한 오염물질과 반응해 산화·제거할 수 있음
ㅇ 고도산화 정수처리는 기존 정수장에 이용되는 약품응집-침전-여과 등의 물리·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산화력이 높은
반응성 물질을 생성,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정수처리기법을 말함
ㅇ 구체적으로 본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 녹조 발생에 따른 맛, 냄새 및 조류
독성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자외선(UV)/과산화수소(H2O2) 또는 자외선(UV)/염소
(Cl2)로, 상기의 고도산화처리 대상 유입원수의 특성을 라디칼 지수로 정량화
하여 공정운전인자를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공정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임

기술개발 현황
ㅇ 기존기술의 문제점
․ 국내에는 일일 처리용량 5만 톤 이하 규모의 중소규모 정수장은 총 508개소로
전체 정수장 585개소의 87 % 차지(상수도 통계자료 2013)하고 있음. 특히 하
천수를 상수원으로 95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고도처리가 도입되지 않은
대다수 중소규모 정수장은 최근 하천 녹조 발생으로 인한 맛, 냄새 유발물질과
조류 독성물질에 대한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기존의 대규모 정수장에 일부 도입된 고도정수처리는 주로 오존(O3)과 활성탄을
이용하나, 오존을 활용한 기술은 넓은 설비부지와 많은 유지관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규모 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처리 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웠음
․ 따라서, 고도정수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은 중소규모 정수장은 조류 현상이 심해
지면 수돗물 생산을 중단하고 설비를 갖춘 대규모 정수장이 대신 수돗물을 공급
하기도 하여, 중소규모 정수장의 효과적 활용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대한 대안
으로 자외선/AOP 기술은 북미 및 유럽 등에서 활발히 보급되어 가고 있음

ㅇ 본 기술의 해결방안(기술사용의 효과)
․ 본 기술은 고도처리를 도입하지 않은 중소규모 정수장 또는 앞으로 기존 고도처리
기술을 개량 예정인 정수장을 대상으로 자외선/AOP 기술을 통해 하천 녹조에
의한 맛, 냄새 유발물질과 조류 독성물질, 크립토스포리디움 등의 병원성 미생물
및 신종 유해 미량유기물질을 처리하고자 함

․ 특히, 본 기술은 고도산화처리 대상 유입수의 라디칼과의 반응성을 정량화하는
라디칼 지수를 Rhdamin-B 물질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단하게 모니터링하여,
대상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에 맞춤형으로 최적의 자외선 조사량과 약품주입량을
산출하는 모델 예측기를 통해 공정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임

․ 본 기술은 분광광도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한 RhB(Rhodamine B)
등과 같이 UV 직접 반응보다는 라디칼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지표물질을
이용하여 수산화라디칼 소모인자(Scavenging Index)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자외선 조사량 및 약품 주입량을 산정하여 자동제어할 수 있음

․

이번 기술은 기존의 고도산화 정수처리 설비에 비해 부지면적이 적게 소요되고
설비가 간단하며 설치와 유지관리도 용이해, 중소규모 정수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기술의 우수성(특장점)
ㅇ 기술의 차별성 :
․ 수산화라디칼 소모인자의 지수는 계절과 무관하게 특이적으로 큰 폭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유해물질 제거에 이용되는 수산화라디칼의 생성량에 변동이 발생하고, 궁
극적으로 수산화라디칼 소모인자 지수가 반영된 자외선 강도 및 과산화수소 주
입량이 계산되어 제어되어야 함

․ 수산화라디칼 소모인자를 도출하고 자외선 조사량 및 약품주입량을 선정하여 공정의
최소 에너지 조건을 도출하여 최적 운전 조건을 도출할 수 있음

ㅇ 기술의 성능
․ 실증플랜트 테스트 결과, 수산화라디칼 소모인자 측정값에 의해 자외선 조사량 및
과산화수소 주입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맛, 냄새물질의 처리효율이 저하됨. 수산
화라디칼 소모인자 값이 52,000 s-1일 때는 자외선 강도 1000
mJ/㎠ 및
H2O2 주입량 2 ㎎/L 보다 제거물질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변경되어야함

<수산화라디칼 소모인자 측정값에 의한 파일럿 테스트 결과>

기술 적용(활용) 가능 분야
ㅇ 타겟기업군 : 고도수처리공정, 자외선 AOP를 사용하는 업체 등

시장 현황(시장 규모 및 성장성)

ㅇ 기존의 자외선 램프 시장에서는 Phoseon Technology(미국), Fusion UV
System(미국), Baldwin(영국), Heraeus(독일) Hamamatsu(일본) 등 미국,
유럽, 일본 기업이 선도해 왔고, 주로 경화장비의 램프 교체 수요로 매출이 발생되었음
ㅇ 고도산화 시스템으로는 캐나다 Trojan이 전세계 마켓의 절대적인 1위를 보이고
있고, 그 뒤로 Xylem이 자외선을 이용한 고도산화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국내
의 대표적인 기업은 에코셋에서 국가 R&D를 통하여 고도산화용 램프 및 시스
템을 개발한 바 있음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구분
국내 특허
국내 특허
국내 특허
국내 특허

발명의 명칭
고도산화공정의 수산화라디칼
소모인지 지수 실시간 측정장치 및
그 방법
라디칼 방해인자 및 라디칼
반응지수를 이용한 고도산화공정의
자동제어장치 및 방법
과산화수소-자외선 공정 및
염소-자외선 공정을 조합한 2단
자외선 고도산화 공정을 이용하는
복합 수처리시스템 및 그 방법
조류-기인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염소-자외선 복합산화 수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염소 주입량과 자외선
강도 가변제어 방법

특허
출원(등록)번호
10-1617822

국제특허분류(IPC)
G01N 31/22, G01N 33/18,
G06F 17/10

10-1306155

C02F 1/72, C02F 1/32

10-1759066

C02F 1/72, C02F 1/32,
C02F 1/50

10-1640416

C02F 1/72, C02F 1/3,
C02F 1/50, G01N 33/18,
G05D 11/08

기술 문의처

구분
기관명
이름
부서
직급
연락처
e-mail
연구자 한국건설기술연 황태문 환경플랜트연 위원 010-6605-6241 taemun@kict.re.kr
(기술보유기관)
구원
구소
연구성과 신윤미 환경에너지 선임 02-736-2319
sym
기술거래기관 실용화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연구원
@comp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