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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비중 전처리 System의 핵심인 UF와 주처리 System의 핵심인 RO

의 오염 발생 원인 및 정도를 알아보고 오염으로 인한 운영의 문제점 및 오염 회복을 

위한 약품의 종류와 세정 방법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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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적으로 대체수원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

는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이 심화되고, 불규칙적인 수자원의 분포와 주기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새로운 수자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중 발생량이 

일정한 하수처리수는 최근 고도처리공법의 도입으로 수질이 양호하여 안정적인 대체 

수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재이용시설은 설계조건에 따라 여과, 흡착, 살균 등의 공정이 조합되어 구성되어 있

으며 최근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사용처가 다양화되고 공업용수와 같이 요구수질조

건이 강화되면서, 재이용시설의 주처리 공정으로 이온성 물질까지 제거가 가능한 역

삼투 공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삼투 공정의 전처리 시설로는 기존의 모래여과나 

활성탄흡착 보다는 부유물질 및 입자성물질의 높은 제거율을 갖는 정밀/한외 여과공

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수 처리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최적의 설계인자를 도출하는 등 계획한 재이

용공정의 안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Pilot Test와 같은 사전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역삼투막 (RO, Reveres Osmosis)

과 정밀/한외 여과막 (MF/UF, Micro Filter/Ultra Filter)은 유기 또는 무기물에 의

하여 오염이 발생되므로, 오염으로 인한 System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 오염을 원상 

복구하기 위한 약품 세정의 종류와 방법을 확인하여 향후 재이용 설비의 안정된 운전

을 위한 설계 인자를 돞ㄹ하기 위하여 연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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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Pilot Test 목적 및 내용

 국내외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사례 및 각 공정기술의 검토를 통해 울산시 용연 하

수처리장 방류수를 관내 공업용수로 재이용(표 1)하기 위한 공정기술로 침지형 한외

여과와 역삼투 여과 방식을 조합한 기술을 검정하였다. 

 제안된 기술의 검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확인함으로써, 본 설비의 최적설

계인자를 도출하고 향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사전에 예측/예방하기 위

해 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각 공정의 Performance 확인

약품 세정의 방법 및 결과

원수 및 각 공정의 처리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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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용도별 하수처리 재이용 수질권고기준(환경부, 2007년)

용도

 수질
 항목

 재이용 수질권고기준

범용 재이용수
인체

비접촉

세척용수

고도환경용수
공업

용수청소

용수

도시조

경용수

친수

용수

유지

용수

농업

용수

습지

용수

지하수

충진

pH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SS(mg/L) <6 <6 <6 <6

BOD(mg/L) <3 <8 <3 <5 <5 <6

DO(mg/L) >2 >2 >2 >2

탁도(NTU) <2 <2 <2 <2 <10

냄새
미

불쾌

미

불쾌

미

불쾌

미

불쾌
미불쾌 미불쾌

미

불쾌

색도(도) <20 <20 <5 <20 <20 <5 <5 <5

결합잔류염소(mg/L >0.2 >0.2

대장균군수(개/100 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00 <2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00

염화물(mgCl/L) <250 <250 <250 <250

T-N(mg/L) <10 <10 <10 <10

T-P(mg/L) <1 <1 <1 <1 <1

ABS(mg/L) <1 <1 <0.5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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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운영 실험 일정

   운영 실험의 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 내었다.

실험 계획 및 설계 검토 :           2010.10.01 ~ 2010.12.31

실험 설비 장기운전 및 DATA 수집 :  2011.01.05 ~ 2012.03.31

분석 및 결과 도출 :                2012.04.01 ~ 2012.07.31

    

1.2.3 실험 장소

 실험은 울산시 용연 하수처리장에서 시행 하였으며, Pilot 전경은 그림1. 사진으로 

전경을 알 수 있다.

그림 1. Pilot 전경

그림 2. Pilot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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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영 공정 및 설비 구성 

2.1 Pilot Plant 공정 개요

 Pilot 설비의 전처리 시설은 침지형 한외 여과막 공정(Ultrafiltration Membrane 

System, UF System)이며 주처리 공정은 역삼투막 공정(Reverse Osmosis Filtration 

System, RO System)으로 각 공정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2. 와 같다. 

표 2. UF 와 RO System의 일반적인 특징과 사진

구 분 UF System RO System

Pilot

현장

사진

< UF Membrane Tank > < RO SKID >

특 징

주처리 공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요건 충족 

원수오염 부하변동에도 상시 안

정적인 수량과 역삼투 공정의 

요구수질(SDI<3) 충족

자동화운전 및 모니터링 가능

용량의 단위 증대 가능

이온 및 분자 단위 물질까지 제

거 가능

공업용수 요구수질 충족 가능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수질 및 수

량 확보가 안정적

공정구성이 단순하여 설비의 

Compact화 가능

현장

예시

 Pilot 설비의 예상되는 물질수지는 각각 회수율 75% 와 80% 에 따라 그림3.과 

그림4. 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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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물질수지 (회수율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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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물질수지 (회수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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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F System 설비구성 및 공정 흐름

 UF System 은 침지형 분리막(UF membrane), 송풍기(Blower), 생산수 펌프(Process Pump)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표3과 같다.

 침지형 분리막은 한외 여과막의 공경을 가지고 있으며 친수형 중공사 막으로 내화학성이 

우수한 PVDF(Polyvinylidene Fluoride)를 재질로 한 OUTSIDE-IN 방식으로 여과를 하게 된

다. 표4는 한외 여과막의 특성과 사양을 표시하였다.

 송풍기는 침지형 분리막에 물리적인 공기방울을 공급하여 오염물질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

할 뿐 아니라 침지형 분리막 조내의 원수를 교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생산수 펌프는 펌프의 흡입 압력을 이용하여 처리수를 생산할 수 있으며, 소형 설비의 경

우 역세정 및 약품 세정시 자동제어를 통한 약품 펌프로 사용되기도 한다. 

 약품 펌프는 침치형 분리막이 유기 또는 무기물에 의한 오염이 발생 되었을 경우 세정약품

을 공급하게 되며 주로 유기 오염시 NaOcl을 사용하게 되며 무기 오염시 구연산을 이용하였

다.

 배구 펌프는 침지형 분리막 조내 오염물질이 농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수와 생

산량과 연동하여 주기적으로 배출할 때 사용한다.

또한 그림 5와 같이 자동밸브, 전자유량계 및 온도계, 수위계, 탁도계 등으로

SYSTEM 을 구성하여 자동 운전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 18 -

그림 5. UF System 공정 흐름도

표 3. UF System의 구성 설비 및 사양   

설  비 기  능 사  양 비  고

한외

분리막

 원수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성 

물질을 제거

침지형 한외 여과막

공칭공경 : 0.02㎛

Unit 수량 : 3ea

송풍기
 분리막 표면의 오염물질의 물

질적 제거

Type : RING

Flow : 2.7 m3/min

Head : 3 m H2O

생산수

펌프

- 분리막에서 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계내 감압형성

- 여과된 생산수의 이송

- 분리막의 세정

Type : Centrifugal

Flow : 201 L/min

Head : 1 m H2O

약품

펌프

화학적 세정 시 해당 약품 공급

(유지세정 및 회복세정)

Type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

Flow : 2.1 L/hr

구연산, 

NaOCl 사용

배수

펌프

 회복세정 등 막분리조 배수가 

필요할 때 사용

Type : Centrifugal

Flow : 341 L/min

Head : 1 m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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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외 여과막의 특성 및 사양

구  분 특성 및 사양 비  고

제조사 GE Water&Process

모 델 ZeeWeed 1000V4 Module

재 질 PVDF
Polyvinylidene 

Fluoride

공칭공경 0.02 ㎛

분리막 형태 중공사(Hollow Fiber)

막면적 450ft2 (41.8m2)

표면특성 비이온성 / 친수성

Fiber 크기(외경/내경) 0.95mm OD / 0.47mm ID

여과흐름 Outside - In

TMP 범위 -90 ~ 90 kPa

최대적용온도 40℃

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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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O System 설비구성 및 공정 흐름

 RO System은 역삼투막, 원수펌프, 고압펌프, 안전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5.와 

같이 RO System 의 구성 설비 및 사양을 표시하였다.

 역삼투막은 주처리 설비의 핵심으로 외경 4inch 길이 40inch 나권형 분리막을 사용하였으

며 상세한 사양은 표6.에 표시하였다.

  원수 펌프는 주처리 설비에 원수를 공급하는 펌프로 주로 생산량에 따라 가변 모터

(Inverter)를 이용하여 자동제어에 의해 가동된다.

  고압펌프는 처리수를 일정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주처리 설비의 핵심인 역삼투막의 오염

에 따라 가변 모터(Inverter)를 이용하여 자동제어에 의해 가동된다. 특히 오명으로 인해 

고압펌프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며 이로 인해 역삼

투막의 오염을 알 수 있게 된다.

 약품펌프는 역삼투막의 유기 또는 무기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약품을 공급한다.

 안전 필터는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각종 펌프 및 설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처리한

다.

 RO System의 전체 공정흐름은 그림6.에 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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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RO System의 구성 설비 및 사양

설  비 기  능 사  양 비  고

역삼투

분리막

 원수에 포함되어 있

는 이온성 물질 제거

염제거율 : 99% 이상

Size : 4Inch.

Array : 2array, 6:3, 

Vessel : 2elements/vessel

원수

펌프

 역삼투 분리막에 필

요한 수량 확보

Type : Centrifugal

Flow : 3.5 m3/hr

Head : 27.6 m H2O

고압

펌프

 역삼투 분리막에 필

요한 여과압력 확보

Type : Centrifugal

Flow : 3.5 m3/hr

Head : 152.6 m H2O

약품

펌프
 전처리용 약품 주입

Type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

Flow : 2.1 L/hr

* 환원제 : SBS

* 스케일방지제

안전

필터

 입자성 물질의 유입 

방지

Type : Cartridge

공경 : 5㎛

그림 6. RO System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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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특성 및 사양 비  고

제조사 GE Water & Process Technologies

모 델 AG4040FM

분리막 형태

Thin-Film Membrane

나권형(Spiral-Wound),

Fiberglass Outer wrap

염제거율 99.5%

막면적 85ft2 (7.9m2)

표면특성 고 투과율, 고 염제거율

막 Size 4 Inch. OD / 40 Inch. L

최대원수유량 8.3 m3 /day

최대허용압력 400psi

최대적용온도 50℃

외  형

표 6. RO Membrane의 특성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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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설비 운영 계획 및 방법

3.1 원수 수질 특성 확인

 원수의 수질 특성을 확인하여 재이용시설의 설계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며 

On-line 및 off-line 수질분석을 통해 UF 및 RO System의 주요 수질항목을 검사하

여 원수 특성을 파악한다.  

 원수는 하수처리수 이므로 방류수 수질 기준인 SS, CODMN, BOD, T-N, T-P 뿐만 아

니라 처리수는 공업용수로 사용 되므로 공업용수에 적합한 수질 기준인 각종 이온

성분도 검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이용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고 전처리 및 주처리 

설비의 오염에 따른 처리수의 수질을 비교 확인 할 수 있다.

표7.은 수질 분석항목 및 분석 방법을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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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질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

항  목 단  위 분석방법 비  고

COD(Mn)   mg/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적정법

SS    mg/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무게측정법

BOD mg/L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적정법

T-N mg/L Hach DR/2500 Method 8190 분광광도법

T-P mg/L Hach DR/2500 Method 10071 분광광도법

Na mg/L ISO 11885:2007

Cl mg/L ISO 10304-1:2007

SO4
2- mg/L ISO 10304-1:2007

Fe mg/L ISO 11885

Mg mg/L ISO 11885:2007

Ba mg/L ISO 11885:2007

NH3-N mg/L ISO 10304-1:2007

Ca mg/L ISO 11885:2007

Mn mg/L ISO 11885:2007

Al mg/L ISO 11885:2007

NO3-N mg/L ISO 11732

TDS mg/L 전도성 측정

노말헥산 
추출물 mg/L 무게측정법

수온 ℃ RTD 방식 On-line

전기전도도 ㎲/㎝ 2-Electrode On-line

* ISO 11885:2007 :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법(ICP), 

  ISO 10304-1:2007 :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IC), ISO 11732 : 분광광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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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운전 Performance 평가

 운전 Performance 평가는 설정 Flux와 Recovery에 따른 운영안정성 평가를 목적으

로 하며, TMP 증가율, 수투과도 비교 및 Flux 와 Recovery를 설정 후 Test 기간 동

안 TMP 증가율 및 수투과도를 비교한다. 운전 Factor의 의미 및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 운전 Factor 의미 및 계산

 1) 막 여과유속(Flux) 계산

   Flux는 단위 막 면적당 생산유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J = Qp ÷ S

        J : Flux (L/(hr-m2))

        Qp : 생산수 유량 (L/hr)

        S : 막 면적 (m2)

 2) 수투과도(Permeability) 계산

    수투과도는 단위 압력 및 막 면적당 생산유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막의 여과

특성을 비교할 수 있으며 평균 Flux를 운전 TMP로 나눈 값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P = J ÷ TMP

         P : 수투과도 (L/(hr-m2)/(kgf/cm
2))

         TMP : 막 투과압력 (Trans-membrane pressure, kgf/cm
2)

 3) 수온보정 막 여과유속 계산

    수온에 따른 물의 점도변화에 의한 수투과도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수온

    20℃를 기준으로 한 Flux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Jc = [Qp x e(-0.0239 x (T-20))] ÷ S

          Jc : 수온보정 Flux (L/(hr-m2))

          Qp : 생산수 유량 (L/hr)

          T : 수온 (℃)

          S : 막면적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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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수율 (Recovery)

   원수량과 생산수량의 비율로 System 내 오염부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R = 100 x (Qp ÷ Qf)

         R : Recovery (%)

         Qp : 생산유량 (L/hr)

         Qf : 원수유량 (L/Hr)  

3.3 UF 주입 응집제 적정성 확인 

  UF 주입 응집제 적정성은  현장 유입 원수에 대한 적절한 응집제의 종류 및 주입

량 결정을 목적으로 하며, UF System의 정상 운전 상태에서 응집제 주입을 통하여 

TMP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응집제는 주로 PACl, FeCl3 적용하며 평가항목은 계산

은 아래와 같다.

 *평가항목 계산 : 측정되는 TMP값을 이용하여 변화를 확인한다.

3.4 RO 전처리 약품 주입량 확인

  RO 전처리 약품 주입량은 현장 유입 원수에 대한 적절한 RO 전처리 약품 주입량 

확인을 목적으로 하며 TMP 변화, 세정효율, UF 생산수 Free Chlorine 농도를 확인

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적정 약품 주입량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적정 약품 주입량 확인방법

 1) Anti-Scalant 주입률

    정상운전 상태에서 Anti-Scalant 주입율을 9ppm에서 0ppm으로 점차

    줄여가며, TMP 변화량과 CIP를 통한 세정 회복력 비교한다.

 2) SBS를 대체하기 위한 NH3 주입량 및 주입 효과 확인 

    Urea(CO(NH2)2)주입량에 따른 UF 생산수의 Free Chlorine 농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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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세정 효율 검증

 세정효율은 세정 방법 및 주기에 따라 세정효율 평가하며 세정 전후 수투과도를 

비교하고 초기 수투과도의 감소를 확인한다. 평가항목 계산은 아래와 같다.

 *평가항목 계산 

(1) 세정효율 

   세정 전후의 수투과도를 비교하여 세정 방법 및 오염형태에 따른 효율평가 

   지표는 아래와 같다.

        Ec = 100 x [1 - (Pcs ÷ Pcf)]

           Pcs : 세정 전 수투과도 (L/(hr-m2)/(kgf/cm
2))

           Pcf : 세정 후 수투과도 (L/(hr-m2)/(kgf/cm
2))

    2) 초기 수투과도 감소율

      초기 Set-Up 시, 확인된 수투과도와 운전 시 수투과도의 비교한다.

        L = 100 x  [1 - (Pt ÷ Po)]

           Pt : 수투과도 (L/(hr-m2)/(kgf/cm
2))

           Po : 초기 수투과도 (L/(hr-m2)/(kgf/cm
2))

3.6 UF 처리수 및 RO 처리수 수질 확인

  처리수 수질을 확인함으로서 재이용 적합여부 확인하며 원수, UF 처리수/농축수, 

RO 처리수/농축수를 On-Line 측정기 또는 규정된 분석방법에 따라 수질 분석을 한

다. 제거효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제거효율 

 유입수 및 처리수의 농도 비교를 통해, Membrane 및 운전조건에 따른 용질 

제거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R = 100 x [1 - (Cp ÷ Cf)]

           Cp : 처리수 농도 

           Cf : 유입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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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설비 운영 실험 결과

4.1 Pilot 운전 현황

  Pilot 운영은 2011년 1월 5일부터 시작하여 2011년 12월 말까지 여러 조건을 변

경하면서 운영 하였으며 2012년 1월부터 최적의 안정적인 조건으로 2012년 3월 31

일 까지 운영 하였다. 아래 표 8.은 운영 현황을 기록 하였다.

표 8. Pilot Operating 

Date 
UF RO

History 운전조건 History 운전조건 

2010.12.3
1 

파일럿운전시
작 

시운전 - - 

2011.1.5 
테스트시작
(기본조건) 

Flux : 25LMH, 
회수율 : 90%

- - PAC주입,
KMnO4주입 

전염소2mg/L 

2011.1.12 회수율조정 
Flux : 25LMH,
회수율 : 93% 

- - 

2011.1.18 
회수율조정,Fl
ux조정 

Flux : 27LMH,
회수율 : 95% 

- - 

2011.1.24 Flux조정 
Flux : 30LMH,
회수율 : 95% 

- - 

2011.2.5 
Recovery
Cleaning 

Hypo, Citric - - 

2011.2.7 Restart 
Flux : 30LMH,
회수율 : 90% 

운전시작 

Flux : 
13.0LMH, 
회수율 : 60%

MDC150 : 9ppm 

2011.2.15 Flux조정 
Flux : 34LMH,
회수율 : 90% 

Flux변경 
Flux : 
18.07LMH,
회수율 : 60% 

2011.2.28 　 　 회수율조정 회수율 : 65% 

2011.3.15 
Recovery
Cleaning 

Hypo, Citric 운전정지 -

2011.3.17 Restart 

Flux : 34LMH, 
회수율 : 90%

Restart 
Flux : 
18.07LMH,
회수율 : 65% 

Citric M/C : 
2000ppm 2pw

2011.3.22 　 　 회수율조정 
회수율 : 70%,
MDC150 : 7ppm 

2011.3.29 　 　 회수율조정 회수율 : 75%, 

2011.4.12 
Recovery
Cleaning 

Hypo, Citric 운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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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UF RO

History 운전조건 History 운전조건 

2011.4.16 Restart 

Flux : 34LMH, 
회수율 : 90%

Restart 
Flux : 
18.07LMH,
회수율 : 75% 

PAC, KMnO4
주입중지 

pH조정 : 6.5

Citric M/C : 
1000ppm 3pw

2011.5.11 Flux조정 
Flux : 36LMH, 
회수율 : 90%

Antiscalant 
주입량조정

MDC150 : 5ppm  

2011.5.16 Flux조정 
Flux : 38LMH, 
회수율 : 90%

회수율조정 
Flux : 
18.07LMH,
회수율 : 76% 

2011.5.30 주입약품교체 HCl --> H2SO4 주입약품교체 HCl --> H2SO4

2011.6.8
Recovery
Cleaning 

Hypo, Citric 운전정지 -

2011.6.10
Restart, 
Flux조정 

Flux : 38LMH, 
회수율 : 90%

Restart 
Flux : 
18.07LMH, 
회수율 : 75%

2011.6.14 Flux조정 
Flux : 34LMH, 
회수율 : 90%

RO CIP, 
Membrane 
change(2ea)

NaOH, 
Citric acid

2011.06.16 - -
Restart, 
회수율 조정

Flux : 
18.07LMH, 
회수율 : 76%

2011.6.21 회수율 조정
Flux : 34LMH, 
회수율 : 92%

- -

2011.7.8 - - RO CIP
NaOH, 

Citric acid

2011.7.9 - - Restart
Flux : 
18.07LMH, 
회수율 : 76%

2011.7.25 회수율 조정
Flux : 34LMH, 
Recovery : 93%

Anti-Scalant 
주입량 변경

MDC150 : 4ppm

2011.8.24 - - RO CIP

MDC511+SLS
+NaOH, 
MBC2881, 
Citric acid

2011.8.26 - - Restart
Flux : 
18.07LMH, 
회수율 : 76%

2011.9.5
Recovery
Cleaning 

Hypo, Citric 운전정지 -

2011.9.7 Restart 
Flux : 34LMH, 
Recovery : 93%

Anti-Scalant 
주입량 변경

MDC150 : 3ppm

2011.9.19 회수율 조정
Flux : 34LMH, 
Recovery : 94%

운전정지 HP Pump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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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UF RO

History 운전조건 History 운전조건 

2011.9.26 - -
Restart, 
Anti-Scalant 
주입량 변경

Flux : 
18.07LMH,
회수율 : 76%
MDC150 : 1ppm

2011.10.04 - - RO CIP
NaOH, 

Citric acid

2011.10.06
Recovery
Cleaning 

Hypo, Citric - -

2011.10.08 Restart 
Flux : 34LMH, 
Recovery : 94%

Restart 

Flux : 
18.07LMH,
회수율 : 76%
MDC150 : 1ppm

2011.10.18 - - RO CIP
NaOH, 

Citric acid

2011.10.19 - - Restart 

Flux : 
18.07LMH,
회수율 : 76%
MDC150 : 1ppm

2011.10.26 - - RO CIP

MDC511+SLS
+NaOH,
MBC2881,
HCl

2011.10.27 - - Restart 

Flux : 
18.07LMH,
회수율 : 76%
MDC150 : 1ppm

2011.11.01 - -
RO CIP, 
Membrane 
change(2ea)

MDC511+SLS
+NaOH,
MBC2881,
HCl

2011.11.03 - - Restart 

Flux : 
18.07LMH,
회수율 : 76%
MDC150 : 5ppm

2011.11.08 - - RO CIP
NaOH, 

MCT103(40도)

2011.11.11 - - RO CIP NaOH (40도)

2011.11.12 - - Restart 

Flux : 
18.07LMH,
회수율 : 76%
MDC150 : 5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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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원수 수질 특성

 울산광역시 용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Pilot Plant 까지 이송 후, 샘플링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및 의뢰 분석을 통해 수질 특성을 확인하였다. 원수 수질항목 중 

BOD, COD, TN, TP, SS, 수온 등 을 2011년 7월 12일부터 2011년 11월 21일까지 총 

21회를 실시하였다. 분석항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 이상의 분석

결과가 SS 1회, TN 4회로 분석되었으며, 그림 7 ~ 12 까지 그래프와 같다.

표 9. 원수 수질 특성

구    분
BOD

(mg/L)

COD

(mg/L)

TN

(mg/L)

TP

(mg/L)

SS

(mg/L)

최    대 4.28 20 27 1.65 14

평    균 1.50 4.74 16.3 1.06 4.93

최    소 0.32 0.2 9.4 0.73 2.0

표준편차 0.96 4.64 4.60 0.20 3.84

수질기준 10.0 40.0 20.0 2.0 10.0 

기준초과

회수(회)
0 0 4 0 1

 수온의 경우 On-Line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최대 30.2℃, 평균 22.9℃, 

최소 15.0 ℃로 계절에 따른 변화를 보였다. (2011년 1월 5일 ~ 11월 30일) 

 RO 시설의 막 오염 예상, 최적 조건설계 확인 및 처리수 생산수질 예측을 위해, 

주요 항목들을 총 21회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다.

  표 10. 원수 수질 특성 (이온성분) 

구    분
Na

(mg/L)

Cl

(mg/L)

SO4

(mg/L)

Fe

(mg/L)

Mg

(mg/L)

Ba

(mg/L)

Ca

(mg/L)

최    대 914.8 2298.6 584.1 0.01 108.0 0.75 462.4

평    균 759.9 1826.9 483.4 0.0 83.3 0.55 432.4

최    소 568.6 1486.0 408.9 0.0 61.1 0.24 404.7

표준편차 87.7 177.8 52.1 0.0 11.1 0.12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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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원수수질 - BOD

그림 8. 원수수질 - 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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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원수수질 - TN

그림 10. 원수수질 -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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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원수수질 - SS 

그림 12. 원수수질 - 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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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UF 주입 응집제 적정성 확인

UF system의 경우 운전을 시작한 2011년 1월 5일부터 전처리제로 NaOCl, KMnO4, 

PACl을 주입하였다. 이 중 응집제로 사용한 PACl의 경우 주입 농도를 3.5ppm으로 

연속적으로 주입하여 운전하였다.   

  4.3.1 PACl 주입 시 TMP 변화

   PACl를 주입하며 운전 하였던 기간(1월5일 ~ 4월 5일)동안 TMP 변화는 아래 

   그림 13과 같다.

급격한 TMP 

상승

그림 13. TPM 변화 

 운전을 시작된 1월 5일 이후부터 차압은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2월 

5일 1차 R/C 후 20일정도 차압상승을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2월 24일 하루 동안 TMP 

-0.2kgf/cm
2가 변화되며 시스템이 정지하였다. 이에 따라 차압 상승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듈을 분리하여 직접 상태를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막 표면에 

Jam현상(아래 그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Jam현상의 원인은 원수에서 유입된 

탁질 성분이 주입된 응집제와 결합하여 Sticky Sludge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2월 16일 Flux 상향조정(30→34LMH)으로 인하여 현상이 가속화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듈의 슬러지를 제거한 후 다시 운전 하였으며, 2차 R/C 

후 4월 3일 다시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전처리 주입 응집제를 

PACl에서 FeCl3로 바꾸어 운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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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UF 모듈 확인 

  4.3.2 FeCl3 주입 시 TMP 변화

   PACl에 의한 모듈 Jam현상으로 인하여 급격한 차압변화가 나타났으며,

   4월 6일 Citric Acid를 이용한 M/C 후 FeCl3를 이용한 응집제 확인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5. TMP 변화

 

 위의 그림 15 에서와 같이 응집제를 FeCl3로 변경하여 운전 하였을 때는

 PACl보다 더 급격한 TMP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PACl의 경우 급격한 

 차압상승으로 인해 시스템이 정지하는데 1일정도가 걸리지만 FeCl3의 경우 

 12시간 정도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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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RO 전처리 약품의 주입량 확인 

4.4.1 NH3 주입 적합성 확인

일반적인 RO 막의 허용 Free Chlorine는 0.1ppm 이하로 그 이상일 경우 막에 문제

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UF의 전처리 약품으로 사용되는 NaOCl이 분해되어 형성

되는 Free Chlorine을 제어하기 위하여 RO 전처리 약품으로 SBS(Sodium Bisulfide)

를 사용한다. 하지만 비교적 고가의 약품인 SBS를 대체하기 위하여 Free Chlorine

과 반응하여 RO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을 형성하는 Ammonium Hydroxide(NH4OH)

와 Urea(요소, (NH2)2CO)를 이용하여 그 적합성과 주입량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Ammonium Hydroxide는 차아염소산 나트륨과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   
  

  ↔   

     ↔   
    

  

  

따라서 2ppm의 차아염소산 나트륨에는 8.52ppm의 Ammonium Hydroxide가 주입되어야 

한다.

다음은 Lab 실험형태로 Ammonium Hydroxide 주입량에 따른 Total, Free Chlorine의 

농도변화 실험 결과이다. 실험결과 Ammonium Hydroxide 주입량 7ppm 이상에서는 

Chlorine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ree Chlorine의 농도가 

0.96ppm 이하로 내려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Ammonium Hydroxide는 SBS

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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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암모니아수 주입시 염소 변화 

NH4OH주입량 Chlorine

mL ppm Total Free

0 0.00 2.20 2.00 

4 0.50 1.75 1.41 

6 0.75 1.61 1.31 

8 1.00 1.45 1.25 

16 2.00 1.38 1.16 

24 3.00 1.30 1.07 

40 5.00 1.26 1.00 

56 7.00 1.20 0.97 

80 10.00 1.13 0.97 

96 12.00 1.12 0.97 

112 14.00 1.12 0.96 

128 16.00 1.10 0.96 

다음은 요소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반응식이다.

   ↔   

  ↔     
 

  

  

  

따라서 차아염소산나트륨 2ppm 주입 시 Urea 0.134ppm를 주입하여야 한다.

다음은 UF 전처리부에 Urea를 주입하여 UF 처리수에 포함된 염소(Total, Free 

Chlorine)를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결과 Urea의 주입량을 증가시킬 경우 Free 

Chlorine의 감소가 나타나지만 주입량을 늘려도  Free Chlorine의 농도가 0.1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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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내려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나타난 Free Chlorine 

농도는 0.1ppm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RO 유입수 Free Chlorine 허용 농도와 근

접하였기 때문에 운전 시 SBS와 함께 사용한다면 SBS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표 12. Urea 주입 시 염소 변화 

Urea주입량 Chlorine

Time ppm Total Free

11:20 0.00 1.07 0.48

12:05 0.134 1.01 0.46

13:11 0.134 1.00 0.49

15:16 0.5 1.11 0.50

15:45 0.75 0.20

16:10 1.0 0.10

16:22 2.0 0.11

16:50 3.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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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운전 성능 평가

4.5.1 UF System

UF System의 경우, 기존의 연구결과 및 적용사례에 대한 그 동안의 검증이 있었기

에, 막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기본 조건을 설계에 반영하여 Test 1 기간 동안 실제 

원수에 대한 운전 평가 및 영향을 확인하였고, Test 2에서는 회수율을 높여 운전에 

대한 평가와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Test의 운전 기간과 조건은 아래 표 13

과 같다. 

표 13. UF System 운전 조건

구   분 단위 설   계

Test Period 1

(2011.1.5 ~ 

2011.6.20)

Test Period 2

(2011.6.21 ~ 

2011.11.30)

원 수 량 m3/일 91 91 87 ~ 91

생 산 량 m3/일 82 82 82

생산 Flux LMH

순(Net) : 

27.3

순간(Inst.) : 

30.1

25 ~ 38 34

산 기 량 dm3/hr 5.1 5.1 5.1

역세 주기 min 40 40 40 ~ 74

역세 시간 sec 30 45 45

역세 유량 m3/hr 5.0 5.0 5.0

역세 Flux LMH 40 40 40

회 수 율 % 90 90 90 ~ 94

 1) Test 1

   Test 1 기간인 2011년 1월 5일부터 2011년 6월 20일 까지는 설계인자를 원수에

   적용하여 실제 운전 상태를 점검하였다. 초기 1개월 동안의 운전에서는 Flux를

   25~38 LMH, 회수율을 90~95%로 변경하며 운전 하였고, 그 이후 Flux 34LMH,

   회수율 90%로 운전하였다. 전처리 약품으로는 NaOCl, PAC, KMnO4를 주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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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정 운전조건의 구현 검증

   Pilot Plant에 적용된 GE-ZENON의 UF System은 설정한 Flux 및 Recovery에

   따라 일정하게 운전된 것을 아래 운전 Dat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lux는 운전 초기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25 LMH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올려

   34 LMH로 3개월간 운전하며 운전 상태를 확인하였고, 그 후 38 LMH 로 올려

   운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운전 Recovery는 운전 초기 90 ~ 95%로 변경하며 운전하였고, 2월 7일부터

   설정조건인 90%로 운전하였다.  

그림 16. UF System Flux 및 생산유량

그림 17. UF System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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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전 조건 변화에 따른 TMP 변화 확인

 침지형 정유량 막 여과 방식의 경우, 여과가 진행될수록 막표면 오염에 의해 유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여과압력(TMP)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회복세정에 따른 

TMP의 감소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본 Pilot Test 에서는 회복세정 시기의 기준을 

TMP - 0.5 kgf/cm
2으로 설정하였으며, 설정 값 가까이 도달 시에는 회복세정을 실

시하였으며 각 회복세정의 결과는 표 14에 나타내었다.

 Test 1기간에서는 회복세정을 총 4회(1회/1~2개월) 실시하였다. 운전 초기 시스템

의 안정화 및 운전에 적합한 운전조건을 찾기 위하여 운전 시작 후 초기 1개월 동

안 Flux와 Recovery를 변경하며 운전하였을 때 TMP 변화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초기 1개월간의 운전 후 원수의 오염물질의 성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TMP는 -0.5 kgf/cm
2 까지 상승하지 않았지만 회복세정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회복

세정 후 막의 상태가 초기와 비슷하게 회복된 것을 확인 하였고, 오염 성상은 유∙

무기의 복합적 오염으로 나타났지만 유기세정의 효과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세정

을 통한 막의 회복을 확인 한 후 Flux 30 LMH, Recovery 90%로 운전을 실시하였다. 

  Flux와 회수율을 고정하여 운전하면서 차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Flux를 

34LMH로 상승시켜 운전을 계속 하였다. Flux를 상승 시킨 후 급격한 차압의 상승이 

발견 되었고 분리막을 꺼내어 오염을 확인하였다. 분리막 표면에 Jam현상이 발생하

였고, 원수중의 탁질성 물질과 주입된 응집제 및 Flux 상향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막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운전하였을 때 TMP가 -0.5kgf/cm
2에서 

-0.22kgf/cm
2로 낮아졌다. 이후 운전을 계속 하였지만 차압의 상승이 계속되어 회

복세정을 실시하였고, 무기물에 의한 오염이 70%, 유기물에 의한 오염이 30%로 나

타났다.

 차압 회복 후 운전을 실시하였지만 다시 급격한 차압의 상승이 나타났다. 지난 회

복세정에서 무기물에 의한 오염이 더 심했던 것을 기초로 응집제의 영향이라 판단

하고 응집제를 PACl에서 FeCl3로 변경하여 운전하였지만 차압상승은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후 회복세정(Citric Acid)을 통하여 차압을 회복한 후 응집제 주입 

없이 운전을 실시하였다. 

이후 운전에서는 응집제를 주입하며 운전 했을 때 보다 차압의 상승폭이 적었다. 

이는 원수의 물질이 응집제로 인하여 오히려 막의 오염을 가속화 시켰던 것으로 판

단된다. 2개월 운전 후 차압의 상승으로 회복세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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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UF System TMP 변화

 

 (3) 운전 조건 변화에 따른 수 투과능 변화 확인

 Membrane의 여과기능 상실에 대한 확인은 수온보정 수투과도를 사용하는데, 본 

Pilot Test 결과, 운전 조건에 따라 수투과도의 감소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수투과도는 


로 계산되는데, 본 설비는 정유량 방식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수

투과도는 TMP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림 15)에서 보는 것처럼 운전조건을 변

경하였을 때 나타나는 TMP 변화와 같은 모습으로 수투과도가 변하였다. 또한 회복

세정을 실시했을 때 그 TMP회복율과 같이 수투과도도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9. UF System 수투과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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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st 2

 Test 2 기간인 2011년 6월 21일부터 2011년 11월 26일 까지는 Test 1에서 확인된 

운전인자를 중심으로 운전하며 특정 인자를 높여 인위적인 과부하 상태로 운전하여 

그 영향을 확인하였다. 생산 Flux는 34 LMH로 고정하고 생산시간을 늘려 시스템의 

회수율을 92%에서 94%까지 높여 운전 상태를 확인하였다. 전처리 약품은 NaOCl 만 

주입하였다. 

 (1) 설정 운전조건의 구현 검증

 Test 2기간에 적용된 Flux와 회수율은 운전기간동안 일정하게 운전된 것을 아래 

운전 Dat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lux는 34 LMH로 고정한 후 생산시간을 늘려 시스템의 Recovery를 변경하였다. 

Test 2의 운전 시작인 6월 21일부터 Recovery를 92%로 올렸고, 7월 25일에 93%, 9

월 19일에 94%로 높여 운전하였다. 

그림 20. UF System Flux 및 Recovery

 (2) 운전 조건 변화에 따른 TMP 변화 확인  

 Test 2 운전 시작 후 TMP는 -0.13~-0.2 kgf/cm
2로 운전되었고, 8월 20일경부터 

TMP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유지세정을 실시하였다. 유지세정은 유기, 무기세정을 각

각 실시하였고 세정 후 TMP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세정의 결과를 보면 각

각 세정 효율이 35%정도로 유기, 무기의 복합적인 오염으로 판단되었다. 계속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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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서 TM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운전기간 중 2회(1회/2~3개월)의 세정을 실시하

였다. 운전초기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TMP가 2개월가량 운전 된 후 급격히 증가

된 원인은 Recovery의 상승으로 인한 역세 횟수 감소와 유지세정시 공급되는 약품

의 농도 및 주입량이 설계치에 못 미치게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추

후 설비 운전에서 항상 확인하여 운전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림 21. UF System TMP 변화

 

 (3) 운전 조건 변화에 따른 수투과능 변화 확인

 Membrane의 여과기능 상실에 대한 확인은 수온보정 수투과도를 사용하는데, 본 

Pilot Test 결과, 운전 조건에 따라 수투과도의 감소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수투과도는 


로 계산되는데, 본 설비는 정유량 방식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수

투과도는 TMP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림 18)에서 보는 것처럼 운전조건을 변

경하였을 때 나타나는 TMP 변화와 같은 모습으로 수투과도가 변하였다. 또한 회복

세정을 실시했을 때 그 TMP회복율과 같이 수투과도도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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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UF System 수투과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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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 후 막 표면 분석 –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 

   UF 멤브레인 표면 전체적으로 유기물 및 무기물 형태의 오염원 점착이 확인 되

었다.

            그림 23. UF 오염 상태

            그림 24. UF 오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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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RO System

 RO System은 회수율 75%, Flux 18.07 LMH로 운전하였고 운전 시간에 따른 차압, 

막 투과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전처리제로 주입되는 스케일 방지제의 주입

량을 변화시켜 주입량에 따라 막 오염 정도를 확인하였다.

표 14. RO System 운전 조건

구    분 단위 설   계
Test Period 1

(2011.2.10 ~ 2011.6.15)

Test Period 2

(2011.6.16 ~ 2011.11.30)

원 수 량 m3/일 82.1 82.1 81.1

생 산 량 m3/일 61.6 61.6 61.6

농축수량 m3/일 20.5 20.5 19.5

생산 Flux LMH 18.07 18.07 18.07

회 수 율 % 75 75 76

Anti-Scalan

t 주입량 
ppm 5 ~ 9 0 ~ 5

* Anti-Scalant : HYPERSPERSE MDC 150

1) Test 1

RO System의 Test 1 운전 기간은 2011년 2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운전조건

은 Recovery 75%, 생산 Flux 18.07 LMH, Anti-Scalant 주입량 5~9 ppm이다.

Test 1기간에서는 설계인자를 실제원수에 적용하여 그 인자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원수 성상에 따른 최적의 운전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설정 운전조건의 구현 검증

 정유량 여과방식의 RO System에서는 운전이 지속되면서 막이 오염되면 인입압력 

및 차압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압력의 증가는 막의 오염을 나타내며 회복세정을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 설정된 운전인자에 따른 운전 결과는 아래 DATA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Recovery는 운전초기 안정화를 위하여 60%부터 운전을 시작하였고, 

3월 29일부터 75%로 운전하였다. 



- 49 -

그림 25. RO System Recovery 변화

  

운전기간 중 유량은 운전 초기 낮은 Recovery를 제외하고 인입유량 3.42 m3/hr, 생

산유량은 2.57 m3/hr, 농축유량 0.85 m3/hr를 유지하였다.

그림 26. RO System 유량 변화

운전기간 중 압력의 변화는 운전 초기 낮은 Recovery 운전을 제외하고 인입압력 

13.71 kgf/cm
2, 농축압력 11.9 kgf/cm

2, TMP 1.08 kgf/cm
2로 운전을 시작 하였고 

Test 종료 시  인입압력 15.76 kgf/cm
2, 농축압력 14.4 kgf/cm

2, TMP 1.66 kgf/cm
2으

로 회복세정 없이 운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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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RO System 압력 변화

 

(2) Anti-Scalant 주입량에 따른 수투과도 변화 

 본 Pilot 적용현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바륨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RO 전

처리 약품으로 Anti-Scalant(MDC150, GE)를 주입하도록 하였다. 운전 초기 9ppm으

로 주입을 시작하였고, 3월 22일 7ppm, 5월 11일 5ppm으로 주입량을 변경하였다. 

Anti-Scalant의 주입량을 9ppm에서 5ppm까지 줄이며 운전하여도 회복세정 없이 운

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Test를 통하여 적절한 약품 주입량을 확인하

도록 하였다. 

그림 28. Anti_Scalant 주입량에 따른 막 투과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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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st 2

RO System의 Test 2 운전 기간은 2011년 6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운전조

건은 Recovery 76%, 생산 Flux 18.07 LMH, Anti-Scalant 주입량 0~5 ppm이다.

Test 2기간에서는 Test 1에서 확인한 Flux를 유지하면서 Recovery와 Anti-Scalant 

주입량을 변경하며 운전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Test를 시작하면서 유입부

와 최종 유출부의 RO 모듈을 Sampling하여 분석 하였다. 유량의 감소, 압력의 증

가, 막 투과도 감소 등 운전조건의 변동시 회복세정을 실시하였고 Test 기간 동안 

총 8회 실시하였다. 

(1) 설정 운전조건의 구현 검증

 설정된 운전인자에 따른 운전 결과는 아래 DAT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9. RO System Recovery 변화

운전기간 중 유량은 인입유량 3.38 m3/hr, 생산유량은 2.56 m3/hr, 농축유량 0.81 

m3/hr로 운전하였고, 인입 및 생산 유량 저하 시 회복세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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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RO System 유량 변화

운전기간 중 압력의 변화는 운전이 진행되면서 인입압력 및 TMP가 상승하여 회복세

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31. RO System 압력 변화

(2) Anti-Scalant 주입량에 따른 수투과도 변화 

 운전 초기 5ppm으로 주입을 시작하였고, 7월 25일 4ppm, 9월 7일 3pm, 9월 26일 

1pm으로 주입량을 변경하였고 11월 3일 RO 모듈 Sampling 후 5ppm으로 주입하였다. 

Test 1의 결과와 달리 Anti-Scalant의 주입량을 5ppm에서 1ppm까지 줄이며 운전하

였을 때 막투과도의 저하가 나타났다. 또한 Anti-Scalant 주입량을 4 ppm으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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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에서는 회복세정에 의한 막의 회복이 나타났으나 주입량은 3ppm으로 줄여 

운전한 기간에서는 세정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Anti-Scalant 주입량을 

줄임으로 인하여 막에 비가역적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회복세정을 실시하

여도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32. Anti_Scalant 주입량에 따른 막 투과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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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후 막 표면 분석 –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 

   멤브레인 표면 전체적으로 유기물 및 무기물 형태의 오염원 점착이 확인 됨.

그림 33. R/O 오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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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R/O 오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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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약품 
온도

(℃)

TMP

(kg/cm2)

Permeability

(lmh/kgf/㎠, 

@20℃)

세정효

율

(%)

 

회복율 

(%)세정전 세정후 세정전 세정후

　 　 17.3 0.122 　 223.6 　 　 100

1
11-2-7 NaOCl 15.0 0.164 0.144 181.4 244.5 25.8 109

11-2-8 Citric Acid 14.4 0.149 0.148 254.6 257.8 1.2 115

2
11-3-15 NaOCl 26.2 0.285 0.234 127.3 189.0 32.6 85

11-3-16 Citric Acid 20.0 0.191 0.147 193.4 312.5 38.1 140

3

11-4-11 NaOCl 18.6 0.514 0.476 79.5 96.9 18.0 43

11-4-12 Citric Acid 17.0 0.476 0.152 96.9 263.0 63.1 118

11-4-13 Citric Acid 19.7 0.459 0.136 68.9 258.9 73.4 116

4
11-6-7 Citric Acid 25.8 0.242 0.185 136.9 171.0 19.9 76

11-6-8 NaOCl 25.7 0.201 0.124 164.8 266.9 38.2 119

5
11-9-5 NaOCl 28.6 0.331 0.196 85.1 131.5 35.3 59

11-9-6 Citric Acid 27.3 0.188 0.116 155.0 243.7 36.4 109

6
11-10-6 NaOCl 26.2 0.268 0.174 110.8 179.7 38.4 80

11-10-7 Citric Acid 20.8 0.176 0.12 193.6 259.5 25.4 116

4.6  세정 효율 검증

4.6.1 UF System

 UF 회복세정은 NaOCl과 구연산(MC-1)을 이용하여, 각각 1,000mg/L 및 2,000mg/L의 

농도로 5시간 동안 침적하여 실시하였다. 회복세정 이력 및 회복율은 아래 표와 같

다. 

세정효율은 세정 전∙후 Permeability의 증가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회복율은 

운전 초기 측정된 Permeability를 100으로 보고 세정 후의 값을 비교하였다.

표 15. UF System 세정결과

 

(1) 1차 UF R/C

1차 R/C는 운전 시작 후 1개월 지난 2월 7일 실시하였다. TMP는 -0.243 kgf/cm
2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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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R/C를 실시 조건인 -0.5 kgf/cm
2 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1개월 운전동안 UF 막

에 발생된 오염 물질의 성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R/C 결과 유기세정과 

무기세정의 세정 효율은 각각 25.8%, 1.2%로 유기성 오염이 더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2) 2차 UF R/C 

2차 R/C는 3월 15일에 실시하였다. 이는 1차 R/C 이후 34일 운전 후 실시되었으며, 

2월 25일 TMP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3월 4일 Citric Acid를 이용한 M/C를 실시, 

TMP가 낮아지고 운전이 안정화 되어 M/C 세정효과를 확인하였고, 다시 운전 하면서 

차압이 동일하게 상승하여 R/C를 통한 오염 원인을 다시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R/C 실시 결과  유기세정과 무기세정의 세정 효율은 각각 32.6%, 38.1%로 무기세정

의 효율이 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월 4일 실시한 무기 M/C로 인해 

어느 정도 무기 오염 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막 오염의 성상은 무기물에 의한 

오염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3) 3차 UF R/C 및 M/C 조건 변경

3차 R/C는 4월 11일에 실시하였다. 이는 2차 R/C 후 26일 만에 실시되었으며, 2차 

R/C 및 M/C 방법을 변경한 이후 안정적인 TMP를 나타내다가 4월 3일부터 급격한 

TMP변화를 나타내어 막 오염의 성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안정적으로 유

지되었던 TMP의 급격한 변화는 응집제로 사용하는 PACl 의 영향으로 인하여 막 표

면에 cake층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응집제로 인한 

무기 오염을 판단하여 R/C 실시 전 Citric Acid를 이용한 M/C를 실시하여 그 회복

력을 확인하였고, 4월 6일 ~ 7일에 걸쳐 응집제를 FeCl3로 바꾸어 운전을 실시하면

서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FeCl3도 PACl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차압변화를 

나타냈으며 증가 기간이 오히려 더 빠르게 나타났다. 응집제 확인 후 실시된 R/C에

서 유기 및 무기세정의 세정효율은 각각 18.0%, 63.1%로 나타났으며, 무기 오염에 

의한 막 오염이라고 판단되었다. 세정 후 운전 1일만에 다시 차압의 상승으로 무기 

R/C를 실시하였으며 세정효율은 73.4%로 응집제와 원수 속 입자성 물질의 결합으로 

인한 무기 오염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수에 주입하던 응집제인 PACl

과 산화제인 KMnO4의 주입을 중단하였고, 매일 실시되는 M/C의 방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방식은 유기세정 주 5회, 무기세정 주2회로 유기물 오염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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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중심이었지만 이번 M/C 및 R/C 결과를 중심으로 무기오염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기세정 주4회, 무기세정 주3회로 유∙무기 세정의 횟수를 

변경하였다. 

(4)  4차 UF R/C

4차 R/C는 6월 7일에 실시하였고 3차 R/C 이후 50일 동안 운전 되었다. 운전 기간

중 2차례의 Flux변경을 실시하였고 34LMH에서 38LMH까지 증가시키면서 운전하였고 

차압의 상승으로 인해 R/C를 실시하였고, 막의 회복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세정

의 효율은 유기세정 19.9%, 무기세정 38.2%로 무기 오염이 더 형성된 것으로 판단

하였고 세정 후 막의 회복을 확인 하였다.

(5) 5차 UF R/C

5차 R/C는 9월 5일에 실시하였다. 4차 R/C 이후 86일간 운전 후 실시한 것으로 차

압의 상승이 원인 이였으며 막의 회복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세정의 효율은 유기

세정의 경우 35.3%, 무기세정은 36.4%로 유∙무기 오염이 비슷한 비율로 형성되었다

고 판단되었다. 세정 후 운전초기대비 회복율은 109%로 운전 초기의 상태로 회복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6) 6차 UF R/C

6차 R/C는 10월 6일에 실시하였다. 5차 R/C 후 30일 간 운전 후 차압의 상승으로 

실시하였으며 막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세정의 효율은 유기세정 38.4%, 무기

세정 25.4%로 유기 오염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 후 운전초기대비 

회복율은 116%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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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1st 

High  

Pressur

e

Salt 

Rejectio

n

TMP
Permeability

(20℃) 　세정 약품

　

세정

효율

세정

온도

kg/cm2 % kg/cm2 LMH/kg/cm2 (%) (℃)

1st

11-06-14 15.7 97.9 1.3 11.0 Before RO Sampling 　 　

11-06-14 15.73 97.5 0.9 16.4 After RO Sampling 32.5% 　

11-06-14 14.88 97.3 1.1 13.5 After CIP(NaOH) -20.9% 27

11-06-14 15.06 97.2 1.1 13.7 After 30min 　 　

11-06-15 14.64 97.1 1.1 13.5 Before CIP(Citric Acid) 　 　

11-06-15 14.28 97.2 1.1 14.3 After CIP(Citric Acid) 6.0% 27

11-06-15 14.27 97.6 1.0 15.1 After 1hr 5.0% 　

11-06-15 14.7 97.6 1.0 14.8 After 4hr 　 　

2nd

11-07-08 16.14 97.8 1.7 9.2 Before CIP(NaOH) 　 　

11-07-08 15.38 96.7 1.9 7.9 After CIP(NaOH) -17.2% 29

11-07-08 13.81 97.6 1.7 8.8 After CIP(Citric Acid) 10.7% 29.1

11-07-08 14.17 97.2 1.7 9.0 After 1hr 　 　

11-07-08 13.94 97.3 1.7 8.8 After 4hr 　 　

3rd
11-08-24 16.53 97.5 2.9 5.0 

Before CIP

(MCT511+SLS+NaOH)
　 　

11-08-24 12.95 97.6 2.3 6.4 After CIP 22.1% 40

4.6.2 RO System 

RO system의 세정은 운전기간 중 총 8회 실시되었으며, 인입압력상승, 차압증가, 

인입유량 감소 등의 원인으로 실시하였다. 세정에 사용된 약품은 구연산과 가성소

다를 사용하였고 오염 특성에 따라 Kellen MCT511, SLS(Sodium Lauryl 

Sulfate-additional surfactant), MBC2881(Antimicrobial 7287), 염산 등을 추가적

으로 사용하였다. 세정방법은 일반적인 RO 세정 순서인 순환(1hr)-침적(1~1.5hr)-

순환(1hr)로 진행하였고 오염의 정도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였다. 유기세정의 경우 

pH를 11.5, 무기세정은 pH 2.0으로 유지하여 실시하였다. 2단으로 구성된 RO 

system이지만 1,2단을 각각 세정하지 않고 생산시 유입수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

향으로 한번에 1,2단을 함께 세정하였다. 약품의 종류에 따른 세정효과와 세정 시 

사용되는 세정용액의 온도에 따른 세정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도와 약품종

류를 바꾸면서 진행하였다. 

표 16. R/O  세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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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T511+SLS+NaOH)

11-08-24 13.8 97.1 2.1 6.8 
After CIP

(Antimicrobial 7287)
5.9% 40

11-08-25 14.58 98.1 1.8 7.9 After CIP(Citric acid) 14.1% 40

11-08-25 14.31 97.8 1.8 8.2 After 1hr 　 　

11-08-25 14.14 97.7 1.7 8.0 After 4hr 　 　

4th

11-10-05 15.74 97.5 2.4 5.9 Before CIP(NaOH) 　 　

11-10-05 16 97.3 2.5 6.0 After CIP(NaOH) 2.2% 40

11-10-05 16.64 97.8 2.1 7.5 After CIP(Citric Acid) 20.5% 40

11-10-06 15.91 97.6 2.0 7.9 After CIP(Citric Acid) 4.5% 40

11-10-06 16.68 98.3 2.2 7.3 　 　 　

5th

11-10-18 15.97 97.8 3.8 3.3 Before CIP(Citric Acid) 　 　

11-10-18 16.64 98.4 3.8 3.9 After CIP(Citric Acid) 13.3% 30.7

11-10-19 15.89 97.9 3.6 3.8 Before CIP(Citric Acid) 　 　

11-10-19 16.29 98.1 3.5 4.2 After CIP(Citric Acid) 8.7% 26.5

6th

11-10-26 16.62 97.8 4.2 3.3 
Before CIP

(MCT511+SLS+NaOH)
　 　

11-10-26 16.18 97.9 3.4 4.7 
After CIP

(MCT511+SLS+NaOH)
29.1% 30.1

11-10-26 16.23 97.8 3.5 4.6 
After CIP

(Antimicrobial 7287)
-2.3% 30

11-10-27 16.47 98.4 2.9 5.6 After CIP(HCl) 18.3% 20.1

7th

11-11-01 16.15 97.9 3.5 4.0 Before CIP(NaOH) 　 　

11-11-01 16.75 97.8 3.6 4.5 After CIP(NaOH) 11.6% 24.8

11-11-02 14.6 97.7 1.4 11.4 After membrane change 　 　

11-11-02 14.76 98.0 1.4 11.3 After CIP(MCT103) -1.2% 24.1

8th

11-11-08 15.16 97.9 1.5 10.9 Before CIP(NaOH) 　 　

11-11-08 14.69 97.4 1.8 9.2 After CIP(NaOH) -18.4% 40

11-11-09 14.82 97.7 1.7 9.6 Before CIP(MCT103) 　 　

11-11-09 15.39 98.0 1.4 11.6 After CIP(MCT103) 17.2% 40.3

11-11-11 14.94 97.9 1.4 11.5 Before CIP(NaOH) 　 　

11-11-11 14.64 97.4 1.5 10.9 After CIP(NaOH) -5.4%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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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RO CIP

1차 RO CIP는 2월 10일 운전을 시작한 후 4개월가량 운전한 후 실시 하였다. 운전 

4개월 동안 압력과 유량의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막 내부의 오염물질의 성

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정을 실시하였다. 세정 전 RO system의 맨 앞과 맨 뒤의 

모듈을 샘플링하여 분석을 의뢰하였고 새로운 막을 장착하여 운전 후 세정을 실시

하였다. 

세정약품은 가성소다와 구연산을 사용하였으며, 세정온도는 27℃로 가열 없이 실시

하였다.

UF의 오염 원인이 주로 무기오염이었기 때문에 RO에서도 무기오염이 발생하였을 것

으로 추측하여 세정 방법을 유기세정 실시 후 무기세정 실시 순서로 하였다. 세정

결과 유기세정은 Permeavility 기준으로 -20.9%, 무기세정은 6.0%의 세정 효율을 

나타내었다. 유기세정에서 오히려 세정 후의 Permeability가 낮아진 원인은 막표면

에서 판단되며 무기세정을 통하여 막에 무기성 오염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2차 RO CIP

2차 RO CIP는 1차 CIP 이후 23일 운전 하고 실시하였으며, 인입압력이 16.14 

kgf/cm
2으로 상승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세정 순서는 1차와 마찬가지로 유기세정 

실시 후 무기세정 실시 순서로 하였고 세정약품은 가성소다와 구연산을 사용하였으

며 세정용액의 온도는 29℃로 가열없이 실시하였다. 세정효율은 유기세정의 경우 

-17.2%, 무기세정은 10.7%로 나타났으며, 인입압력은 16.14 kgf/cm
2에서 13.94 

kgf/cm
2으로 낮아졌다. 

(3) 3차 RO CIP

3차 RO CIP는 2차 CIP 실시 이후 45일 운전 하고 실시하였으며, 인입압력과 차압이 

16.53 kgf/cm
2, 2.9 kgf/cm

2로 높아져 막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1, 

2차 CIP에서 가성소다의 세정효율이 나타나지 않아 3차 CIP에서는 유기세정 약품으

로 Kellen MCT511, SLS(Sodium Lauryl Sulfate-additional surfactant), MBC2881 

(Antimicrobial 7287)를 사용하였고, 무기세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연산을 이용하

였다. 온도에 따른 세저 효과를 함께 확인하기 위하여 세정용액을 40℃로 유지하여 

실시하였다. 세정의 효율은 유기세정 22.1%, 무기세정 14.1%로 세정을 통하여 

Permeability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인입압력 14.14kgf/cm
2,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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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kgf/cm
2로 낮아져 세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4) 4차 RO CIP

4차 RO CIP는 3차 CIP 실시 이후 40일 운전한 후 실시하였으며, 인입압력과 차압이 

15.74 kgf/cm
2, 2.4 kgf/cm

2로 높아져 막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4

차 CIP는 기존에 사용하였던 가성소다와 구연산을 이용하고 세정용액의 온도를 상

승하여 40℃로 유지하여 실시하였다. 세정의 효율은 유기세정의 경우 2.2%로 1, 2

차 CIP에서는 효과가 없었던 것에 비해 약간의 세정효과가 나타났으며, 무기세정은 

2회 실시하였고 효율은 20.5%, 4.5%로 나타났다. 세정을 통해 Permeability을 증가

가 나타났지만 인입압력 및 차압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3차 CIP 이후 RO 전처

리 약품으로 사용되는 Anti-Scalant의 주입량을 4ppm에서 3ppm, 다시 3ppm에서 

1ppm으로 줄여 운전한 기간임을 감안하면 막 내부의 무기 스케일이 형성되었을 것

이라고 판단되고, 2회에 걸쳐 실시된 무기세정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가역적 오염이라고 판단된다.  

(5) 5차 RO CIP

5차 RO CIP는 4차 CIP 실시 이후 11일 운전한 후 실시하였으며, 인입압력과 차압이 

15.97 kgf/cm
2, 3.8 kgf/cm

2로 높아졌고, 인입압력 증가에 비해 차압의 증가가 빠르

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스케일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구연산을 이용한 무기

세정을 실시하였다. 세정은 총 2회 실시되었고 세정용액의 온도는 30.7℃로 가열없

이 진행하였다. 세정 효율은 각각 13.3%, 8.7%로 나타났으며 무기스케일이 일부 제

거된 것으로 보이지만 세정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4차 CIP때와 동일하게 운전 기간중 Anti-Scalant의 주입을 1ppm으로 줄여 운전하면

서 유입수에 있는 스케일 유발물질이 제어되지 못하고 막으로 유입되면서 비가역적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6) 6차 RO CIP

 6차 RO CIP는 4, 5차 CIP를 통해 막에 비가역적 오염발생을 확인하였고 구연산과 

가성소다를 이용한 세정에서 세정의 효과가 적은것을 감안하여 3차 CIP에 사용된 

Kellen MCT511, SLS(Sodium Lauryl Sulfate-additional surfactant), MBC2881 

(Antimicrobial 7287)과 염산을 이용하여 세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3차 CIP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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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40℃로 유지하였지만 이번 CIP에서는 가열 없이 세정하여 온도에 따른 효과

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정결과 유기세정의 경우 29.1%, 무기세정은 18.3%의 세정

효과가 나타났으며 차압의 감소도 나타났다. 하지만 인입압력의 감소폭은 크지 않

았다. 

세정용액 온도에 따른 유기세정효과를 비교해 보면 40℃로 가열하야 실시한 3차 

CIP와 큰 차이 없는 세정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유기세정 약품인 MCT511, SLS

의 경우 온도에 문 영향 없이 세정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약품가

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7) 7차 RO CIP

7차 RO CIP는 1차 CIP와 마찬가지로 RO 막을 샘플링과 함께 진행되었다. 비가역적 

오염으로 인해 세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막의 오염을 직접 확인하기 위

하여 맨 앞과 맨뒤의 막을 샘플링하여 분석의뢰 하였고 새로운 막을 교체하여 운전

을 시작하였다. 또한 무기스케일에 제거에 효과적인 MCT103을 이용하여 그 세정효

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정효율은 유기세정 11.6%, 무기세정 -1.2%로 나타났다. 

막 교체후 세정이 바로 실시되어 정확한 세정의 효과를 확인하기 힘들었고 일정시

간 운전 후 세정을 통해 다시 확인하기로 하였다.

(8) 8차 RO CIP

8차 CIP는 7차 CIP에서 확인하지 못한 MCT103의 세정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

다. 세정액의 온도는 40℃로 유지하였으며 유기세정 후 무기세정을 실시하는 순서

로 진행되었다. 세정결과 유기세정은 -18.4%로 기존의 가성소다를 사용하여 실시하

였을 때와 비슷하였고 무시세정은 17.2%의 세정효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유기세

정으로 인해 오히려 오염이 증가되었고 무기세정으로 세정 전 상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세정의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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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UF 및 RO System의 수질특성

4.7.1 UF System 

1) 부유물질 및 입자성 물질의 제거

 UF의 처리수 분석항목 중 SS 및 탁도의 분석결과, 일부 분석오차로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SS는 측정되지 않았고, 탁도는 평균 0.053NTU 유지되었다. UF의 부유물

질 및 입자성 물질의 제거율은 평균 92.9% 로 안정적인 제거율을 보였다.

그림 35. UF System 원수 및 처리수 SS

그림 36. UF System 처리수 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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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수질에 대한 UF Membrane 처리수질 및 제거특성

 입자성 부유물질외 COD, BOD, T-N, T-P 등은 입자성 부유물질과 응집으로 인한 콜

로이드성 물질이 제거됨에 따라 평균적으로 COD는 약 42.6 %, BOD 는 약 55.9%, 

T-N은 약 10.4%, T-P는 약 7.3% 가 추가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7.은  UF System 처리수 수질 및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표 17. UF System 처리수 수질 및 제거율

항목
처리수 (mg/L) 제거율 (%)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COD 19.2 0.8 4.0 80.0 16.1 42.6

BOD 1.91 0.01 0.9 98.7 32 55.9

T-N 37.0 8.9 17.5 22.2 1.65 10.4

T-P 1.4 0.68 1.0 15.2 2.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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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RO System

1) RO 처리수 수질 확인 (전기전도도)

 RO System의 유입수와 처리수의 전기전도도를 비교해 보았다. 전체 Pilot Test 기

간 동안 최대 7,629㎲/cm에서 최소 4,373㎲/cm 으로 유입되었으며, 처리수의 경우 

47㎲/cm ~ 315㎲/cm 로 매우 안정적인 처리수 수질을 나타내었고 회수율이 증가함

에 따라 전기전도도 제거율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8. RO System 처리수 - 전기전도도         

구    분

Test Period 1

(회수율 75%)

Test Period 2

(회수율 76%) 비  고

원수 처리수 원수 처리수

최    대 7.199 315 7,629 212

단위 : ㎲/cm평    균 6,061 120 6,376 151

최    소 4.373 47 4,821 78

      

그림 . RO System 전기전도도 비교, 원수 및 처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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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수질에 대한 RO Membrane 처리수질 및 제거특성

 COD, T-N, T-P의 평균 제거율은 높으나 BOD의 경우 56.8%로 상대적으로 낮은 제거

율을 보이는데, 이는 전처리 UF에서 높은 비율로 제거되어 제거효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UF + RO System 에서의 COD, BOD, TN, TP 평균제거율은 

94.8%, 93.9%, 91.0%, 84.6%, 98.6% 로 나타났고 목표로 한 공업용 재이용수로 충

분히 활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9.는 RO System 처리수 수질 및 제거 

특성을 나타내었다.

표 19. RO System 처리수 수질 및 제거 특성

항목
처리수 (mg/L) 제거율 (%)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COD 6.0 불검출 0.64 100 41.6 84.4

BOD 1.21 0.01 0.66 97.4 28.6 56.8

T-N 5.4 0 2.4 100 61.1 84.3

T-P 0.03 불검출 0.01 100 95.6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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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운영 실험에 대한 고찰

5.1 UF SYSTEM의 안전성 및 설계 조건 확인

 본 Pilot Test 를 통해, 설비에 대한 제어 안정성 및 운전 편의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막 제조사(GE-ZENON)에서 제시하는 회복세정 주기인 30일로 세정 시, TMP

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였다. 또한 유지세정 약품 농도 및 주입량을 정확히 지켜 

설비를 운전한다면 회복세정 주기를 30일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운전조건인 FLUX(34LMH) 및 회수율(90%)에 대한 운영 안정성을 자체 검증 할 

수 있었다. 또한 UF Membrane의 입자성 물질(탁도, SS)에 대한 높은 제거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SDI 측정결과도 3이하를 유지하였다. 본 Pilot Test를 통해, RO 전

처리 시설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5.2 RO SYSTEM의 안전성 및 설계 조건 확인

 RO설비는 Recovery 75%, Flux 18.07 LMH, Anti-Scalant 주입량 4ppm 이상 조건에

서 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Recovery는 76%로 운전시에도 큰 무리 없이 운

전 되었으며, Anti-Scalant 주입량을 4ppm 미만으로 주입하여 운전하였을 때 회복

세정에 의한 세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4ppm 미만으로 주입할 경우, 

원수의 비가역적 오염 유발물질을 전처리 약품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막오염에 인한 처리수 수질악화는 Test 기간 중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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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하수재이용은 제한적인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최근에

는 막분리 공정도 하수재이용에 도입되고 있다. 정밀여과(MF)와 역삼투막(RO)을 조

합한 막분리 하수재이용 공정은 재래 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의 처리시설과 조합이 원활하며, 원수의 특성과 처리수질에 맞추어 

제어할 수 있고, 자동화가 가능하여 운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어 그 적용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

 그러나 하수재이용의 경우 주된 막 오염원이 생물학적인 하․폐수 처리공정에서 발
생하는 활성슬러지의 조성과 성분이 거의 같으며, 기존 생물학적 하수처리 시설은 

수온, 유입부하 등 각종 운전조건에 따라 처리수질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유기 정밀여과 막을 사용하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경우 종종 급격한 막오

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Pilot Test 기간 동안에 BOD와 SS의 수질분석결과

가 기준치 이상이 기록되었다. 또한 BOD와 SS 등의 입자성/유기성 물질에 의한 영

향은 UF Membrane의 회복세정 결과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UF Membrane

의 오염물질은 NaOCl을 이용한 유기세정에 의해 제거되었다. 물론, 자체분석결과 

및 Test 결과로 기존 하수처리장의 운영 상태를 판단할 수 없으나, 향후 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시설의 설계 시, 순간적인 수질변화 현상에 대비한 UF 전

처리 공정에 대한 설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입 전처리 약품의 

선정 시 원수에 적합한 약품을 선정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Test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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