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기술의 중심

상하수도연구·교육센터

실증 플랜트의 구성도
실규모 정수장의 단위공정 및 전체공정의 운전방법이나 수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규모 운전유량을
처리하는 대형규모 연구시설로,
■ 처리용량 2,000 ㎥/일 규모이며, 2계열로 구성
■ A계열은 고도정수처리공정을 중심으로, B계열은 기존 정수처리공정을 중심으로 단독 및 조합운영이 가능
● A계열 : 전오존 - 혼화지 - 응집지 - 침전/무동력침전지 - 여과지 - 오존 - 활성탄
● B계열 : 분말활성탄 - 혼화지(In-Line) - 응집지 - 경사관침전지/DAF - 여과지 - 활성탄 - 정수지
■

찾아오시는 길 ..........

센터의 기능
■
■
■
■

연구 완성도 확보를 위한 실험실·파일롯 및 실증 플랜트의 단계별 연구수행
이론과 실험 실습 및 실증 체험을 통한 교육의 수준 향상
단위공정 조합변경 및 Modification을 통한 상하수도 수처리 설비 성능 테스트
국내·외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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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기술의 중심

상하수도연구·교육센터

수도기술의 중심

센터 설립의 목적
■
■

수도기술의 중심

상하수도연구·교육센터

모형 플랜트 구성

세계 최고수준의 상하수도 연구·교육기관 구축을 통하여
상하수도 기술력 강화 및 기술교류의 중심적 역할 수행과
국내 수도기술의 선도 및 지원

■

상하수도연구·교육센터

침전-여과공정
● 수중에 입자를 약품을 통해 응집·침전 후 여과지를 통해 잔류 입자를 제거하는 공정
● 25 ㎥/일, 2계열, 혼화, 응집, 침전, 여과공정

■

하수처리공정
● 4단 간헐포기공정 및 온라인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처리 신공정 개발
● 댐상류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제어시스템 개발 및 최적 적용 방안 도출

■

센터의 구성
실증 플랜트 : 1,000 ㎥/일 × 2열 정수장, 20 ㎥/일 × 2열 하수처리장
모형 플랜트 : 여과, 고도처리(오존, 활성탄, UV), 막여과 단위공정 및 관로
40주년 기념홀 : 총 280석 규모, 3개 다목적실로 활용가능, 컨퍼런스룸, 4개 강의실

■
■
■

실증 플랜트
소규모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물관련 종사자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모래여과지

여과지 내 손실수두 발달

고도처리공정
●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 제거가 곤란하거나 수질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맛·냄새, 소독부산물 등의 미량
유기오염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공정
● 4.3 ㎥/일, 25 ㎥/일, 2계열, 오존, 분말활성탄, 입상활성탄, UV 공정 등

■

온라인 모니터링 센서

4단 간헐포기공정 및 침전조

관로
● 원수를 정수장까지 또한 정수처리과정을 거친 수돗물을 수요가까지 안정된 수량과 안전한 수질로 수송
하기 위한 송·배·급수 시스템
● 관마찰 및 부식실험, 관내 생물막 실험, 저수조 수질변동 실험

■

40주년 기념홀

모형 플랜트

상하수도
연구·교육센터

기존, 고도, 막여과 단위공정
및 관로의 성능평가 등 연구
에 활용

국내·외 물관련 학술활동 지원,
기술교육 및 교류의 전당
오존＋입상활성탄지

실증 및 모형 플랜트의 기능
연구개발 동향 및 비전설정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연구
● 연구인력 및 장치구성
Master Plan
●
●

입상활성탄지에서 DOC의 Breakthrough Curve

막여과공정
● 막(membrane)을 여재로 원수 중의 오염물질을 분리 제거하는 정수방법으로, 막의 공극 및 종류에 따라
탁도 성분에서 용존성 이온물질까지 제거
● 정밀여과막, 한외여과막, 나노여과막, 역삼투막

■

단위 및 조합공정
실용화

■

실험실 및 중앙조정실 전경

실용화 지원
및 교육
Bench scale
연구
연구개발 타당성 평가
● 기초 및 요소기술 개발

모형 및
실증플랜트

모형 및
Simulation
모델개발

●

Pilot plant
연구

실증 플랜트
실용화 전 Pilot scale up
개발공정의 효율비교
● Full process를 통한 검토
● 정수관련 기자재 평가 및 검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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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정 설계 및 운영인자 도출
대체공정의 효과분석

정밀여과막

정밀여과막 <MF>에 의한 탁도제거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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