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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ontheLandfillLeachateTreatmentby
MembraneProcess

KangKyung-Hwan,
Advised:Prof.CheongKyung-HoonPh.D.
DepartmentofEnvironmentalEngineering,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LandfillleachatescontainedhighconcentrationofCOD,BOD,nitrogencompounds
andinorganicsalts.Itisverydifficulttotreatthoserecalcitrantsubstancesby
usingconventionalbiologicaltreatment.
Thisstudywasfocusedoninvestigatingthepossibilityofadvancedtreatment
bymembraneseparationsystem andrecyclingoflandfillleachate.
The membrane separation systems were composed therotating membrane
separation(RMS)apparatusandreverseosmosis(RO)membraneprocess.
The distribution ofparticle from raw leachate and effluentofbiological

treatmentsystem were4.85㎛ and39.22㎛,respectively.Thisresultindicates
thattheloadingtotheRO system witheffluentofbiologicaltreatmentsystem
islowerthanraw leachate.
Polyetherslupone(PES)areusedforUFmembraneaspretreatmentprocess.

And 1stRO and2ndRO membraneareusedCPandX-20,respectively.The
flow rateofpermeatedandconcentratedwatertobetreatedfrom therotating
membraneseparating system foreffluentofbiologicaltreatmentsystem were
300～320L/hand200～220L/h,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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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ermeatefluxwasstablewith80～90% forbiologicaltreatmentand80～
85% forraw leachateaftertherotatingmembraneseparatingsystem.
Wehadtherecovery rate70～75% and 72～78% foreffluentofbiological
treatmentandraw leachate,respectivelyaftertherotatingmembraneseparating
system aspretreatment.
Namely,concentrationofpollutantsbecamehigherandvolumeoffeedwater
waslessasthefeedflow approachedtotheoutlet.
COD removalforeffluentofbiologicaltreatmentandraw leachatewere92～
99% witheffluentconcentration15～160mg/l,andBOD removalforeffluentof
biologicaltreatmentandraw leachateweregreaterthan 99.9% with effluent
concentration below 1 mg/l. The suspended solids(SS), NH3-N, total
nitrogen(T-N)andtotalphosphate(T-P)ofthepermeatewere1mg/l,0.5～2.0
mg/l,below 20mg/land1mg/l,whichwere99.99%,99%,99% and98% of
removalefficiency,respectively.
TheconcentrationofCl-was40㎎/lwhichisnotonlytomeetofgoal,but
alsotobeavailabletorecyclingwaterquality.TDSwastreatedbelow 200㎎/l
whichcomesunderten-hundredthsasouraim quality.
ThisRO membranesystem wasdesignedrecoveryrate40%,rejectionrate
96% of1stRO and recovery rate 28%,rejection rate 98% of2nd RO,
respectively.
The combination process ofrotating membrane system(ultrafiltration)and
reverseosmosismembranewassuitableforadvancedtreatmentandreuseof
landfillleac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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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인간의 생활향상에 따른 대량생산․대량소비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은 최종적으
로는 매립에 의존하게 된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대부분의 폐
기물 최종처분장은 날로 증가하는 폐기물량 때문에 예상한 매립연수를 채우지 못
하고 있으며,이미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버린 매립지의 확장 및 확보에 있어서 지
방자치 단체장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폐기물
최종처분장은 주로 산간지역에 위치하게 되고,침출수는 고농도의 유기물,질소화
합물과 처리시설의 부식 및 스켈링 등의 원인물질인 무기염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
어서 수원오염,지하수오염,토양오염 및 생태계변화 등의 원인이1～5)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
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유
해한 화학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서해안 김포지구 간척지 약 628만평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는 매립면적이 273만평,
매립용량 22,800만 톤으로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간 2억 5천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할 예정이며,여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약 5,000㎥/day)는 제1처리장(6,700
㎥/day)과 제2처리장(3,520㎥/day)에서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다.제1처리장의 처리
방법은 생물학적 처리 후 응집처리를 실시하고 있고 제2처리장은 생물학적 처리
후 펜톤 산화조와 회전원판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기
존의 물리․화학적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를 통하여 처리된 침출수를 인근 하천이
나 해안으로 방류를 할 경우 침출수의 고유의 특성인 색도,TDS,BOD 및 COD등
으로 인하여 잦은 민원 문제와 생태계에 적잖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고농도 무기염류와 미량 유해물질의 제거는 어렵기
때문에 생태계 및 수원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우려6～11)가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전국 매립지(232개소)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약 14,200㎥/일으
로 이중에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약 32%(4,575톤/일)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232개소에서 침출수처리를 위해 소요된 연간운영비는 약 140억원이고 이중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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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매립지가 약 63억원을 사용하여 처리비용 역시 막대한 실정12)이다.
한편 이러한 기존의 처리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함에 있어
다양한 침출수 수질변화에 대응하여 처리수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법으
로 역삼투막 기술이 제시되어 연구되고 있으나 기준의 역삼투막 시스템의 경우 회
수율이 낮고 또한 농축수의 처리가 문제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외국 막분리법(디스크 튜브형)은 과다한 투자비,독점적 기술로 인
한 폭리, 높은 운전 비용(막의 크리닝 비용 및 교체비),대용량 적용에 한계(넓은
설치면적 필요)및 침출수의 심한 수질 변동에 대한 멤브레인의 지속적 효능이 뒷
받침되는 침출수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막 선정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출수를 고도처리함과 동시에 처리로 인해 생산되는 방
류수를 재이용하기 위하여 수도권 매립지에 막을 이용한 침출수 처리 Pilot규모의
실험장치를 설치하였다.기존의 매립장에서 운영중인 침출수처리 시스템에서 생물
학적 처리수와 원침출수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며,고농도 부유성
물질을 함유한 침출수에 대한 최적의 전처리막을 선정하고,고농도 염분함유 침출
수에 대한 최적의 역삼투막 선정 및 처리수의 재이용 가능성 및 처리에 따른 물질
수지를 검토하고자 한다.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처리
시 RO막 설치의 개선된 설계의 기준과 물질수지를 예측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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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AAA...막막막분분분리리리

111...막막막의의의 개개개요요요
막에 의한 분리는 T.Graham이 1854년 투석현상의 발견과 1866년 고무막에 의
한 가스분리,그리고 1907년 H.Bechhold의 콜로디온 막에 의한 세균제거 그리고
1912년 J.T.Abel이 혈액투석 등의 개발로 진전이 되어오다가 1953년 C.E.Reid
가 역삼투법을 제안하였고 1958년에는 W.Juda,W.A.Rcmae에 의해 극성변화 전
기투석법이 개발되었으며 1960년에 S.Loed와 S.Sourirajan이 비대칭 아세틸셀룰
로스 역삼투막을 개발하였고 A.S.Michaels이 한외여과막을 개발하는 등으로 발
전이 급속도로 진행되어왔다.13～16)

막분리 공정을 이용한 용수 및 폐수처리 기술등은 유럽,일본,미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 기초 연구와 상업화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미국 등에서는 해수담수화 분야에 적용을 하여오다가 대규모 상수처리
그리고 폐수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1980년 초에 반
도체회사들이 초순수제조에 막분리장치를 사용하였고 폐수분야는 타이어공장의 무
방류와 산업체에서 중금속폐수에 대한 재이용등에 막분리기술이 적용되면서 급속
도로 보급이 되고 있다.또한 국내 도서지방의 해수의 담수화 시설에도 막분리가
적용이 되어오고 있다.
일본은 아쿠아 르네상스사업을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하면서 무기막,역세형 유
기막과 생물학적처리기술을 중심으로 MBR(MembraneBioReactor)관련 막분리가
개발이 되어 왔다.
이제 막분리기술은 용수처리 뿐만 아니라 하·폐수 처리용 막분리 기술이 상용화
되었으며,현재는 미국,유럽,일본 등의 선진국과 함께 국내에서도 급속하게 성장
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가정용소형 정수시설의 막분리 적용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막분리 기술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17～22)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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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1990년 말부터 막분리를 이용한 하·폐수처리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중소규모 오수처리장과 축산 폐수 및 침출수를 비롯한 고농도 유기성 폐수처
리,산업폐수의 재활용에 적용되는 등 막분리 기술 이용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해외 사용되고 있는 MF/UF분리막은 주로 중공사 형태23)이고,정수용 분
리막으로 최적화 되어 있으며,소재는 Polysulfone계,Celluloseacetate계,PAN,
PVDF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일본의 AsahiKasei,NittoDenko,Daicel,
Toray와 유럽의 Aquasource,X-flow,Memcor및 Zenon등이 선진 막제조사로
알려져 있다.염소계열에 의한 화학적 세척이 채택되면서 염소에 저항성이 큰 PVDF
가 각광을 받고 있다.
UF중공사막을 제조할 경우에는 기공크기가 크지 않으므로 고분자 용액의 농도
를 높일 수가 있는 습식법을 사용해도 강도가 유지되지만,MF중공사막을 제조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습식법을 사용할 경우 고분자 농도를 높이게 되면 큰 기공을
형성하기가 어려워 습식법을 채택할 경우 중공사 강도를 높이기가 매우 어려워진
다.
Toray와 AsahiKasei에서는 이러한 습식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분자
(PVDF)의 유점까지 온도를 상승시키고 비용매를 첨가하여 기공을 형성시키고 강
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MF/UF 중공사막 제조법에서도 각 제조사들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특히
Zenon사는 braid위에 코팅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운전 중에 절사가 일어나지 않도
록 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코팅 시에는 습식법을 이용하여 기공을 조절하고
있다.
분리막 모듈은 크게 침지형과 케이싱형으로 구분되어 제조되고 있다.침지형인
경우에는 분리막이 하우징 없이 원수에 노출되어 흡입압에 의해 투과수를 생산하
며 케이싱형은 하우징에 이해 분리막이 보호되어 있고 중공사 내부 혹은 외부로
원수가 유입되고 외부압에 의해 투과수가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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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filter/Memcor에서는 polypropylene소재의 MF와 PVDF 소재의 MF중공사,
Zenon은 PVDF중공사막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나 파우더를 사용하여 친수성
을 부여24,25)하고 있으며 Toray와 Asahikasei에서는 알칼리로 전처리 한 후 친수성
기를 막표면에 부여하여 친수화하고 있다.Aquasource에서는 Celluloseacetate소
재의 UF중공사를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계열의 중공사는 다른 소재의 막보다 막
오염 저항성이 탁월하여 장점을 지니고 있다.
Toray와 AsahiKasei에서는 PVDFMF중공사를 출시하고 있다.
또한 Asahikasei에서는 PAN을 이용하여 UF중공사막도 생산하고 있다.대부분
PVDF를 소재로 하여 중공사막을 생산하고 있지만 소재의 소수성으로 인한 막오염
때문에 2차적으로 친수성 소재를 이용하여 코팅하거나 표면을 개질하여 친수화하
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NF분리막은 기존의 폴리아마이드 제품에 비해서 투과유량이 2배 이상 큰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단량체의 변화,수용액과 유기용액의 변화 등을 통하여 투과
유량을 높이고 있다.특히 Dow/Filmtec,Osmonics,Hydranautics/NittoDenko가
경쟁력을 갖춘 NF분리막 제조사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국내 정수처리용 분리막은 케미코아가 PAN 소재를 이용하여 UF중공
사모듈을 개발하여 정수처리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코레드에서는 PES 소재를
이용하여 MF튜블라 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필로스에서는 SCAF모듈을
개발하여 보강제를 사용한 침지형으로 사용되고 있다.한국분리막에서는 PE 소재
를 이용하여 연신법을 사용한 고강도 MF분리막을 개발하여 정수처리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코오롱,ENE,파라 등에서는 제논 형태의 Braid보강형 PSFMF분리
막을 개발하여 정수처리에 적용26～28)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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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막막막분분분리리리 공공공정정정
막분리를 이용한 물질의 분리기술은 그 원리와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적용범
위가 광범위해 액체와 기체 혼합물의 분리에 많이 이용되는 기술이다.특히,막을
공정에 이용할 경우 에너지 소비가 적고,용매의 필요성이 적어 경제적이며,상변
화와 고온처리,제3의 매개물의 첨가 등이 수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처리와 많은 화학공업의 분리공정들을 대체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29)있다.막분리 공정은 분리막이 가진 미세공의 형태 및 크기와
막의 물리적,화학적 특성,막분리 대상의 형태 및 크기에 따라 압력,농도 그리고
전위차 등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행해질 수 있다.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해 본 막
내의 기공은 대체적으로 부정형을 가지며 분리하고자 하는 막의 종류에 따라 그
종류는 다르다.막분리 조작을 행하는 요소들로는 막의 특성,막분리 대상물질의
특성,추진력 등을 들 수 있으며,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막분리 공정을 만들 수 있
다.
분리 대상의 특성30～33)및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막분리가 구조적 특징을 반영

하여 역삼투막(RO)공정,나노여과(NF)공정,한외여과막(UF)공정,정밀여과막
(MF)공정,이온교환막(IEM)공정,기체분리막(GS)및 투과증발막(PV)공정으로
세분화 된다.그 중에 대표적인 고분자 막의 장단점34～36)은 아래와 같다.

aaa)))정정정밀밀밀여여여과과과막막막
정밀여과막은 공경의 크기에 약 0.1～10㎛ 정도이고,대개 입자를 포함하고 있
는 용액에 적용되면,다른 막분리공정보다 높은 투수량을 가지고 있어 아주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적용압력도 비교적 낮은 1～3bar정도이다.이러한 막을 제조하는
재질은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Polyvinylinceflouride(PVDF),polysulfone(PSF)
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bbb)))한한한외외외여여여과과과막막막
한외여과막은 공경이 약 0.001～0.1㎛ 정도의 콜로이드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
용된다.약 1～5기압정도에서 사용되며,polysulfone,polyehtersulfone(PES),pol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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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lonitrile(PAN)등을 사용하여 제조된다.

ccc)))나나나노노노여여여과과과막막막
나노막의 경우에는 제거 가능한 분자량이 약 200～500Dalton으로써,1～4nm의
가상 공극을 가지고 있다.현재 개발된 나노여과막의 경우에는 polyamide,polyvinyl
alcohol,sulfonatedpolysulfone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ddd)))역역역삼삼삼투투투막막막
역삼투막은 약 3～10000Å정도의 공경을 가지고 있어서,입자성 물질은 통과를
못하고,오염원 및 용질의 농도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전처리 공정을 거친 후 사용
되는 것이 보통이다.또한 적용압력도 비교적 높은 5～80bar정도이며 유량도 다른
막 공정에 비해 높지 않지만,순도가 높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러한
역삼투막의 경우 Cellulose acetate가 주로 사용되었지만,최근에는 지지체위에
polymide/polysulfone계열의 코팅된 소재가 이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막을 이용한 기술은 각종 산업분야에서 물질의 분리,회수,농축,정
제 및 초순도화 등에 사용되며,생산 공정의 합리와,제품 품질의 고순도화 및 미
량물질의 신속·정밀한 측정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또한 해수의 담수화,
초순수 제도 등의 환경분야,의료산업,식품산업,생물 및 유전공학 분야,상하수도,
오·폐수처리분야 등 그 응용범위는 새로운 기능의 막 개발과 함께 점점 확대되고
있다.

Filtration porous(㎛) operating
pressure(bar)

permeatevelocity
(L/㎡.hr.bar)

Microfiltration 0.1-10 0.1-2.0 >50

Ultrafiltration 0.001-0.1 1.0-5.0 10-50

Nanofiltration) <0.001(<10Å) 5.0-20 1.4-12

ReverseOsmosis <0.001(<10Å) 10-100 0.05-1.4

TTTaaabbbllleee111...VVVaaallluuueeesssooofffmmmeeemmmbbbrrraaannneeedddeeesssiiigggnnnaaannndddooopppeeerrraaatttiiinnngggpppaaarrraaammmeeettteeerrr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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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막막막의의의 분분분류류류

aaa)))인인인공공공막막막(((합합합성성성막막막)))과과과 생생생체체체막막막
생체막은 미생물이나 각종의 기관에 있는 세포막 등으로 생체 중에 존재하는 막
으로 주된 구성요소는 지질(脂質)이 이중층막으로 작용하는 분리는 막내축의 물질
운송을 관여한다.
인공막 35～36)은 생체막이외의 막을 의미하며 보통은 합성막(Syntheticmembrane,
또는 Artificialmembrane)이라 부른다.

bbb)))다다다공공공질질질막막막과과과 비비비다다다공공공질질질막막막
다공질막(Porousmembrane)은 막에 관통된 공(세공)을 많이 갖는 막으로 세공의
크기는 수 ㎚이상이다.
막 표면에 세공수가 많고 균일한 크기의 공경을 가진 막은 비싸다.
비다공질막(Non-porousmembrane)은 기체분자나 무기이온 등의 저분자의 물질
을 투과하는 정도의 세공경(수 ㎚이하)을 갖는 것37)을 말한다.
다공질막과 비다공질막의 사이에 있는 막을 미다공질막(Microporousmembrane)이
라 부른다.

ccc)))대대대칭칭칭막막막과과과 비비비대대대칭칭칭막막막
막의 단면을 확대해서 관찰할 경우 셀로판 단면 중심선에 대하여 대칭을 갖는
구조를 대칭막(Symmetricmembrane)이라 하고38～39)막의 구조가 단면방향과 다른
막을 비대칭막(Asymmetricmembrane)이라 부른다.
비대칭막은 막의 양면의 막 형성상태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표면이 매우 얇은 치밀층(0.1～1㎛ 정도)이 지지하는 다공질층에 형
성되어있으나 분리는 치밀층(緻密層)에 의해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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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단단단일일일막막막과과과 복복복합합합막막막
1종류의 소재로 이루어진 막을 단일막이라 부르고19)2종류 이상의 막이 합하여
형성된 막을 복합막(Compositemembrane)이라고 부른다.
복합막은 비대칭막의 일종이지만 분리 기능을 갖고 매우 얇은 치밀층의 재질이
다른 지지층 위에 형성된 막이다.
복합막의 제조방법40～42)은 라미네이트법,도포법,계면중합법,표면 그라프트법 그
리고 플라즈마법이 있다.
역삼투막이나 가스분리용막의 제조법43)에 이용이 된다.

eee)))균균균질질질막막막과과과 비비비균균균질질질막막막
실리콘 막과 같이 단면이 매우 균질한 막은 균질막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막을
비균질막이라 한다.균질막은 대칭막이고 막 두께가 매우 크고 투과저항도 크다.
비대칭막,복합막은 불균질막이고 보강을 위해 부직포 위에 형성된 이온교환 막
도 불균질막이다.

fff)))유유유기기기막막막과과과 무무무기기기막막막
나일론,초산셀룰로오스 등과 같이 유기물로서 합성된 막을 유기막이라 하고 유
리,알루미나등의 세라믹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으로 형성된 막을 무기막이라
한다.유기막은 고분자물질로서 그 종류는 매우 많으며 막 형성도 다양화되어있다.
그러나 무기막은 형상에서나 종류에서 한정이 되어 있으며 내온도성,내산성화등
유기막이 갖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ggg)))친친친수수수성성성막막막과과과 소소소수수수성성성막막막
막 표면이 물과 친수성을 가지면 친수성막(HydrophilicMembrane)이라 하고 종
류로는 재생 셀룰로오스(RegeneratedCellulose),초산 셀룰로오스(CA),폴리비닐알
콜(PVA)등이 있고 PTFE,PP,PE와 같이 물에 화합치 않는 소수성막(Hydrophobic
Membrane)이 있다.PS막도 약한 소수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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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하하하전전전막막막과과과 비비비하하하전전전막막막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막은 소수성을 제외하고는 해리기(解離基)를 갖지 않는 비
하전막은 없고 액 중에서는 (+)또는 (-)의 약한 하전성을 갖는 것이 많다.이온교
환막은 적극적으로 (+)또는 (-)의 하전성을 갖도록 하여 하전막이라 부른다.
이온교환막44,45)이외에도 MF,RO,UF및 NF막에서도 하전막(ChargedMembrane)
이 제작된다.

444...막막막 MMMoooddduuullleee
막을 일정한 용기(Vessel)에 넣은 것은 막 모듈(MembraneModule)이라 한다.막
을 넣을 때 사용되는 용기를 Housing,Casing또는 Vessel이라 하고 막의 단위를
Element라 부른다.
막 모듈은 Table2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의 형태가 있으나 최근에는 중공사형
이나 판형을 액체에 담그는 침지형이 있고 판형(또는 디스크)을 일정한 용기에 넣
고 막 표면에 진동이나 회전을 시키므로 고점도성이나 고부유성 물질을 제거하는
막 모듈도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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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태 구조 (Configuration) 특징(Features)

관상모듈

○ 농도 분극이 작다
○ 물리적 세정이 용이
○ 고형분을 함유한
액체에 최적

△ 막의 충전밀도가 적다
MF UF

중공사모듈

○ 막의 지지체가 불필요
○ 이막의 충전밀도가 최대
○ 장치의 compact화가
가능

○ 잔류액이 적음
△ 막농도 분극이 크다

MF UF RO

풀리트모듈

○ 막의 충전밀도가 크다
○ 수처리정체에 적합
△ 농도분극이 크다
△ 고형분을 함유한
액체에는 부적합

MF UF

스파이탈
모듈

○ 막의 충전밀도가 크다
○ 수처리 정체에 적합
△ 농도분극이 크다
△ 고형분을 함유한 액체
에는부적합

MF UF RO

평막모듈

○ 농도 분극이 작다
○ 고형분을 함유한 액체에
적합

△ 막의 충전밀도가 적다
※ 최근에 용수 고동도 및
고점성 침출수등에
회전진동막(VSEP)이
급속도로 적용되고 있다.

(막의 오염이 거의 없다)
MF UF RO NF

TTTaaabbbllleee222...TTTyyypppeeeooofffMMMoooddduuulll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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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막막막 분분분리리리 성성성능능능의의의 평평평가가가
막 분리의 성능 평가는 일반적으로 투과유속(또는 투과유량),제거율(또는 저지
율)그리고 분리계수46～48)로 나타낸다.

aaa)))투투투과과과유유유속속속
막을 통하는 용질 또는 용매,가스등의 유체의 투과유속의 성능은 단위막면적에
서는 성분 의 투과유속으로 나타낸다.

J=(이동계수)×(추진력)=(추진력)/(이동저항)
=(P/δ)△P 또는 △C
=P×(△P/δ)또는 (△C/δ)

여기서,P:성분 의 이동계수로 투과계수(Permeability)
δ  :막 두께
P/δ : Permeance이다

투석막,한외여과막,정밀여과막에서는 이 값을 일반적으로 투과계수 또는 투과
율이라 한다.사용되는 막의 종류에 의해 투과계수의 평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용질을 분리하는 DD(Dialysis;투석)막에서는 용질투과계수가 큰 막이
성능이 좋은 막이지만 전기투석법에 사용되는 IE막(이온교환)에서는 탈염의 비율이
높으면 염의 막내 확산계수 및 물의 삼투계수가 작은 막이 성능이 우수한 막이다.

bbb)))제제제거거거율율율(((RRReeejjjeeeccctttiiiooonnn)))
제거율은 공급액(원액)에 함유된 제거하고자한 성분이 막에 의해 제거되는 지표
이다.겉보기 제거율(Observed또는 ApparentRejection)R과,진제거율(Intrinsic
Rejection)RI가 있다.

겉보기 제거율 : R=1-CP/CF
진 제거율 : RJ=1-C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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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공급액(FeedWater)농도
CP:막 투과액(PermeateWater)농도
CM :WallConcentration

농도분극(ConcentrationPolarization)은 막 면의 근방에 존재하는 유체중의 성분
(용질 혹은 기체성분)의 농도(WallConcentration,CM)가 막 면의 근방에서 물질이
동 계수의 차에 의해 막 면에서 떨어진 동일성분의 농도(BulkConcentration,CF)
의 차이를 의미한다.
농도분극현상은 액체중의 성분이 막 근방에서 공급 속도는 성분의 막 투과속도
또는 막 면에서 제거속도와 같아지면 농도 분극은 일어나지 않으나 성분의 막 투
과 또는 제거속도가 작아지는 경우는 그 성분이 막 표면에 축적되어 막 표면농도
는 공급 유체 중의 농도 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생기는 농도분포가 일어난다.
이러한 농도 분포가 생기는 원인은 막 표면 근방에서 생기는 농도경계층
(ConcentrationBoundaryLayer)또는 경막(境膜,Film)에 있어 물질 이동이 주로
확산에 의해 이동이 지배되어 성분의 막 면 공급 속도,제거 속도 및 확산에 의한
이동 속도의 크고,작음에 의해 농도 분극의 성질이 결정된다.

ccc)))분분분리리리계계계수수수
가스분리,투과기화,증기투과,막 증류,Perstraction등의 평형을 이용하는 막 분
리계에서 막의 분리성능 또는 용질이나 가스의 분리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분
리 계수(SeparationFactor)를 이용한다.
막 분리에서는 분리계수가 큰 막이 성능이 좋은 막이나 분리계수는 높고도 투과
계수가 낮은 경향이 있다.
액체계 중에 2성분 i,j의 분리계수 αij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αij=Ki/Kj=(CPi/CFi)/(CPj/CFj)
=(CPi/CPj)/(CFi/C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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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K는 기-액 평형계에서는 평형계수(Equilibrium Coefficient)이고 액-액 평
형계에서는 분배계수(Distribution또는 PartitionCoefficient)라 부른다.
CFi와 CPi는 각각의 공급측(상류측)유체,투과측(하부측)유체 중의 성분 j의 농
도이다.

666...막막막표표표면면면에에에서서서 유유유체체체의의의 흐흐흐름름름과과과 물물물질질질 이이이동동동
막 표면에 제거하는 성분을 분리하는 경우 함유된 유체는 유체의 성질이나 용도
에 따라서 적절한 막 모듈의 도입이 필요하다.
제거하고자 하는 성분이 무엇인가에 따라 추진력에 의해 막 표면에 접근시켜 막
에 의해 제거를 한다.
물질을 이동하는 작용에서 FluidFlow(유체흐름)와 물질 확산(Diffusion)이 있다.

aaa)))유유유체체체의의의 종종종류류류와와와 물물물성성성
막분리에 있어 취급하는 유체에는 혼합기체,에어로졸이나 분진을 함유하는 기
체,각종이온이나 용질을 함유하는 (수용액 및 비수용액)그리고 용질이외에 미생
물이나 미립자를 함유하는 슬러리(현탁액)이 있다.
유체의 성질로는 화학적과 물리적 성질이 있으며 막 및 막모듈의 내구성(내약품
성,내식성등)이나 막과 막힘 성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유체의 화학적 성질이
큰 요인이나,유동에 관여하는 막에서의 이동물질은 물리적 성질이 더 중요하다.
막에 있어서 유동이나 열,물질이동에 관계되는 물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
다.밀도 (Density), 점도 (Viscosity),열전도율 (ThermalConductivity),확산계수
(DiffusionCoefficient)및 분자 수송계수 (MolecularTransportProperty)등이 있
다.



- 15 -

bbb)))유유유동동동과과과 압압압력력력손손손실실실
유동학적(Rheology)성질에서 유체는 NewtonianFluid와 비뉴우톤 유체(Non-Newtonian
Fluid)로 대별된다.
관로에서 압력 손실 △P는 유체의 종류에서 보면 Fanning식이라 부르는 식에 적
용된다.

△P=4fㆍ (ρμ2/2)(L/dH)
여기서,L은 유로길이,f는 관마찰 계수(Frictionfactor)이다.
f=16/Re

흐름이 층류인 경우,난류인 경우에는 관 벽의 점도와 Re수의 관계이다.
dH =(4×관로의 단면적)/(관로 단면의 유체에 접한 주변길이(침번장)
dH =(dS2-ndM2)/(dS×ndM)
dH =(dS2-ndM2)/ndM

여기서,dH는 수학적 상당직경이다.
Re=dㆍuㆍ ρ/μ 식은 원 관내 흐름으로 dH=d이고,
Re=2bㆍuㆍ ρ/μ식의 박층(薄層)의 흐름에서는 dH=2b가 된다.

dH은 외압식 중공사막 모듈과 관형막 모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외경 dM의 중공사막을 내경 dS의 통(Housing)내에 n개를 충진 하였을 경우
유동에 관계되는 상당직경 dH은 다음과 같다.

dH =(dS2-ndM2)/(dS+ndM)
또한 열이동(전열)이나 물질이동에 관계되는 dH의 산출에서 침변장(浸辺長)은 이
동에 관례R하는 길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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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슬슬슬러러러리리리의의의 점점점도도도
액체 중에 미립자,미생물 또는 에멀젼 등의 현탁물질(입자)을 함유한 슬러리 경
우에는 그 점도는 현탁물질의 농도,점도 분포 및 응집,분산성의 영향을 받는다.
미립자는 구형으로 농도가 희박한 경우(Φ<0.02)의 슬러리 농도는 Einstein식으
로 나타낸다.

ηr= η /μ ≒ 1+2.5Φ +14.1Φ2

여기서,Φ는 분산입자의 체적분율(VoidFraction)이고 η,μ,ηr은 각각의 슬러리의
점도,분산매 점도 및 상대점도(RelativeViscosity)이다.
슬러리는 고점도로서 입자 상호작용이 생긴다.
응집력이 약한 입자를 포함한 슬러리의 점도를 구하는 식으로는 Mooney식
Robinson식 그리고 Farris식이 있다.

ηr=exp[ MΦ /(1-SvΦ)] -Mooney식
=1+ R[Φ /(1-SvΦ)] -Robinson식
=(1+SvΦ)-k -Farris식

여기서,KM은 입자형상과 관계되는 정수(구형입자에서는 KM =2.5)
KM과 KR은 입자 및 분자내 성질에 의한 계수

① Sv는 입자의 주위 속전액(束縳液)까지 함유한 유체역학적 체적분율 Sv
(HydrodynamicVolumeFraction)의 보정계수이다.

ddd)))확확확산산산계계계수수수
확산계수는 농도 차를 추진력으로 각 성분이 분자확산을 하는 속도의 척도이

다.(1차원 확산의 경우 Fick식으로 정의한다)
Ji=-D(dCi/dy)=D(△Ci/δ)

여기서,D는 성분 i의 확산계수 (㎡/s)
δ는 농도 균배가 생긴 미소거리를 나타낸다.

용액중의 저분자 물질의 확산계수는 상온부근에서는 1×10-9㎡/s정도이나 기체의
확산계수는 약 10-4정도로 적다.용질의 분자량은 크면 확산계수는 적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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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비비비해해해리리리성성성 저저저분분분자자자 및및및 고고고분분분자자자
점도 μ는 용액 중에 존재하는 직경 σ(=2 )의 강체구상분자 A의 확산계수는
Stokes-Einstein식으로 표시한다.

D= κT/3πμσ = κT/6πμ

여기서,κ는 볼츠만 정수(=1.38×10-22Pa.㎥/K)이다.
위식에서 용질의 확산계수는 Dμ/T =f(rs)=일정한 관계가 성립된다.
기준이 되는 온도에서 확산계수는 이미 알고 있는 동일 용매중에서 임의 온도,
확산계수를 추정 할 수 있다.

fff)))이이이온온온성성성 저저저분분분자자자
염화나트륨이나 초산의 해리성 저농도 수용액중의 확산계수는 Nernst-Haskell식
으로 구한다.

D=(RT /F2)ㆍ(1/z++1/z-)/(1/λ++ λ-)[㎠/s]
여기서,R은 가스정수(GasConstant)로서 8,314[J/(mol.k)]

z+,z-은 각각의 양이온 및 음이온 값(Valence)
F는 Faraday정수로서 96500[C/mo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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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분분분극극극현현현상상상과과과 막막막의의의 오오오염염염
멤브레인의 수명과 성능은 막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20).
멤브레인 공정을 이용하여 특수한 분리를 하려는 경우 첫번째로 하여야 할 일은
적당한 멤브레인을 만드는 일이다.멤브레인들은 구조가 상당히 상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기능도 매우 다를 수 있다.크게 보면 멤브레인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즉 다공성 멤브레인(Porousmembrane)과 비다공성 멤브레인(Nonporous
membrane)이다.
다공성 멤브레인은 MF나 UF멤브레인 공정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런 공정은 묽은 용액을 농축하거나 정화하는데 사용된다.MF는 0.05～10m범위의
입자를 제거하는 반면,UF의 경우에는 제거대상 입자의 크기는 1～50nm이다.이
동하는 솔벤트의 양은 적용되는 압력에 비례하며 이러한 대류적인 흐름(Convective
flow)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은 Kozeny-Carman식과 Hagen-Poissueille식이다.

FFFiiiggg...111...SSSccchhheeemmmaaatttiiicccdddrrraaawwwiiinnngggooofffaaapppooorrrooouuusssaaannndddaaa
nnnooonnnpppooorrrooouuusssmmmeeemmmbbbrrraaannn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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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222...FFFllluuuxxxbbbeeehhhaaavvviiiooorrraaasssaaafffuuunnnccctttiiiooonnnaaasssoooffftttiiimmmeee...

실제 분리공정에서 멤브레인 성능(membraneperformance)또는 시스템 성능
(system performance)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시간에 따른 flux의 변화는
대부분의 경우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즉 시간이 증가할수록 멤브레인을 투과하
는 flux는 줄어든다.(Fig.2.참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는 분리공정상 문제점(separationproblem)이 있는
지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특히 MF,UF의 경우 flux감소가 매우 심하여 순수한
물이 가지는 flux의 5% 보다 적다.
Flux의 기울기는 농도분극,흡착,겔층 형성,poreplugging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막을 통과하려는 feed에 추가적인 저
항을 만든다.이러한 현상의 정도는 막공정의 종류와 사용된 feed용액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막을 통과하는 flux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for
∙ (((111)))

이 값은 MF,UF,HF와 같은 Pressure-driven공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된다.

= Δ
η∙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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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저항들은 총저항(Rtot)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이
상적인 경우라면 막 저항 Rm만 존재해야 한다.브레인은 한 가지 성분을 다른 성
분 보다 잘 투과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FFFiiiggg...333...OOOvvveeerrrvvviiieeewww ooofffvvvaaarrriiiooouuussstttyyypppeeesssooofffrrreeesssiiissstttaaannnccceee
tttooowwwaaarrrdddsss...

masstransportacrossamembrane는 경우에 따라서는 용질을 완벽하게 제거하
기 때문에 멤브레인 표면에는 투과치 못한 분자들이 축적된다.멤브레인 표면 고농
축 층에서의 이러한 결과와 이렇게 생성된 층이 물질전달의 저항 즉,농도 분극 저
항,Rcp이다.분극 현상은 항상 일어나며,막분리 공정 고유의 현상이다.축적된
용질 분자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면 겔층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 때의 저항이 겔층저항,Rg이다.이것은 주로 용액이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다공성 멤브레인의 경우 어떤 용질은 막을 투과하면서 공극을 막아서 pore-blocking저
항,Rp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마지막으로 흡착 현상에 의해 흡착저항,Ra가 발생
할 수 있다.흡착은 막의 pore뿐만 아니라 표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흡착현상은 막이 feed용액과 접촉하자마자 발생하기 시작한다.이런 관점에서 흡
착은 equilibrium process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feed쪽에 압력이 주어지면 대류
흐름(convectiveflow)에 의한 용질(거대분자)의 추가적인 퇴적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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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흡착 층에 의한 기존의 저항들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우선적으로,
순수한 물의 flux에 대한상호작용 현상에 의한 막 표면 용질의 흡착에 의한 영향을
서술 한 것이다.
Fouling을 논하는데 있어서 다공성 막과 비다공성 막은 구별되어야 한다.후자의
경우 공극이 없기 때문에 blocking메카니즘은 없다.유기용매나 가스혼합물 같은
feed의 경우 겔층형성이나 흡착은 무시할 만하다.즉,가스분리나 투과기화의 경우
겔층저항(Rg),흡착저항(Ra),poreblocking저항(Rp)은 영향을 주지 못하며,단지
막저항(Rm)과 농도분극저항(Rcp)만이 영향을 준다.Flux가 줄어드는 것은 막 운전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이런 이유로 인하여 flux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
한 측정을 해야 한다.
Flux감소의 원리를 설명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인 몇몇 방법

을 알 수 있다.그러나 비록 농도분극과 fouling이 서로에게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
지만,fouling은 분극현상에 의해 발생가능 하므로 이 두 가지(농도분극과 fouling)
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농도분극은 공정이 시작되자마자 발생하고 평형
값에 도달하는 가역 현상인 반면,fouling은 흔히 비가역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일
어난다.
막증류나 thermo-osmosis중에 일어나는 열전달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
나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막 사이에서의 온도차이는 이러한 공정에서 driving
force가 되어 막을 통과하는 열 flux를 만드는데 이것은 온도분극이라는 결과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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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RRROOOSSSyyysssttteeemmm 설설설계계계

111...역역역삼삼삼투투투압압압법법법(((RRR///OOO)))의의의 원원원리리리
Fig.4와 Fig.5R/O System의 개략흐름도는 역삼투압법 공정의 원리45)를 보여
준다.즉 Feed쪽에 펌프로 연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생산수(Permeate)와 농
축수(brine또는 concentrate)가 연속적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즉 용해성 고형물은
Membrane에 의해 배제된다.이때 회수율(Recoveryrate)의 조절은 Brine배출 Line의
유량조절밸브(Regulatingvalve)로 조절한다.

Semipermeable membrane

Pure
Water

Salt
Solution

Pressure

FFFiiiggg...444...RRR///OOO(((RRReeevvveeerrrssseeeOOOsssmmmooosssiii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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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i 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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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555...SSSiiimmmpppllliiifffiiieeedddRRR///OOOffflllooowww dddiiiaaagggrrraaammm...

222...RRR///OOO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기기기초초초

aaa)))시시시스스스템템템 개개개요요요
R/O membrane에서 농축수(ConcentrateFlow)량을 인위적인 방법(Valve조작 또
는 기타흐름 제한 장치 등)으로 감소시키면 회수율(RecoveryRate)을 높일 수 있
다.이런 방법으로 회수율을 증가시키면 역삼투압의 증가에 따라 농축수 중의 용질
농도는 증가46,47)한다.
그러나 아무리 회수율은 높인다 하더라도 유입수중에 포함된 용질을 100% 배제
(Reject)시킬 수 있는 막(Membrane)은 없으며,따라서 막을 투과하는 일정량의 용
질은 있을 수 있다.이러한 막을 투과하는 용질의 양은 유입수측 용질의 농도와 함
수관계에 있으며,따라서 높은 회수율의 조건하에서 유입수측 용질의 농도를 높일
수 있으나,이에 비례하여 막을 투과하는 용질의 양 역시 증가48)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R/O Unit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영향인자를 고려
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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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적정 Permeate(orProduct)Flow (RecoveryRate)
ㆍ적정 배제율 (SaltRejectionRate)
ㆍ적정 FeedPressure
ㆍ회수율 증가로 부담할 수 있는 처리수 수질 농도
ㆍ온도,pH 등

Feed St ream P ermeat e  St ream

Membrane  Element / Syst em

Concent rat e  St ream
Valve

Fc CFc

Ff Cf CpFp

FFFiiiggg...666...RRR///OOOsssyyysssttteeemmm...

here Ff:FeedFlow Rate
Cf:SoluteConcentrationinFeed
Fp:Permeate(Product)Flow Rate
Cp:SoluteConcentrationinPermeate
Fc:ConcentratedFlow Rate
Cfc:SoluteConcentrationin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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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RRR///OOO시시시스스스템템템 운운운전전전개개개념념념

aaa)))CCCooonnntttiiinnnuuuooouuusssRRR///OOOPPPrrroooccceeessssss
일반적인 운전 개념48～51)의 Process는 Fig.7과 같다.원수가 RO막을 통과하여
투과수와 농축수로 분리한다.

Feed

Concentrate

Permeate

FFFiiiggg...777...CCCooonnntttiiinnnuuuooouuusssRRR///OOOPPPrrroooccceeessssss...

bbb)))BBBaaatttccchhhRRR///OOOPPPrrroooccceeessssss
BatchR/O공정은 작은 량 또는 하수 및 산업폐수 등에서의 운전개념으로 Process
는 농축수를 다시 원수에 유입시켜 처리한다.

TANK

Permeate

Feed
Concentrate

FFFiiiggg...888...BBBaaatttccchhhRRR///OOOPPPrrroooccceeessssss...

위와 같이 운전할 경우 Tank에 TDS가 증가되며,일정기간이 지나면 Drained하고
Tank에 다시 채워질 경우 Membrane을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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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CCCooonnntttiiinnnuuuooouuusssppprrroooccceeessssss와와와 BBBaaatttccchhhppprrroooccceeessssss의의의 장장장단단단점점점 비비비교교교
연속식공정에 비해 회분식47)공정의 장점은 원수수질 변화에 융통성이 있으며,
Recovery를 BatchByBatch로 최대화 할 수 있고,Cleaning쉽게 막 오염이 회복
되며,간단하게 자동 조절할 수 있고,쉽게 증설할 수 있어 투자비 절감효과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연속적으로 투과수 생산이 불가능하고,지속적인 투과수질 관
리가 안되며,큰 원수저장조의 필요,높은 전력소비,원수/농축수의 긴 체류시간 및
높은 유지비가 드는 단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단점에도 불구하고,일정한 Permeateflow와 Constantsystem recovery를
위해 연속운전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44...RRR///OOOUUUNNNIIITTT의의의 구구구성성성

aaa)))SSSiiinnngggllleee---AAArrrrrraaayyySSSyyysssttteeemmm
Single-Array system은 소량의 처리에 적용되며, 원수 Shut-Off valve와
Cartridgefilter를 통하여 고압펌프를 작동하여 토출압력이 조절이 된다.
ProductStream은 대기압보다 0.3㎏/㎠이상 되지 않으나 때때로 높은 압력으로
투과수가 생산된다.
원수 공급압력은 부과 압력의 밸브조절로 증가하나 규정된 최고 압력에 주의하
여야 한다.
Feed와 Concentrateoutlet의 Pressuredrop은 보통 0.3～2㎏/㎠ 정도이나 Membrane수
량,공급유속 및 온도에 따라 다르다.
R/O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ConcentrateValve로 Recovery를 조절 가능.
-50%이상의 Recover가능하며 농축수의 일부는 Drain함.
-재순환으로 농축율이 증가하면 Recovery와 Fouling이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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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펌프로 높은 Energy소비
-투과수의 수질은 농축수를 Feed측으로 순환하므로 감소
-Fouling/Scaling증가가 되는데 이는 농축수의 재순환으로 높은 전단응력
(ShearForces)과 FeedPump에 의함.

- 전단응력은 콜로이드 물질의 증가를 촉진하여 멤브레인을 쉽게 오염시킴.
한편,오염된 멤브레인 표면층은 농도 분극이 엄청나게 증가되어 스케일이
또한 일어남.

-R/O Unit에서 물이 너무 오래 체류하면 순환으로 인해 온도 상승이 되어서
미생물 오염이 증가하여 사용되는 Anti-scalants의 효과를 약하게 한다.

위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농축수의 재순환은 경도 성분을 잘 관리하여 원수로 보
내져야 하는데 Anti-scalant를 사용할 경우 30%,그리고 이온교환 Softened사용할
경우 70%을 재순환한다.Single-ArraySystem은 병렬로 2～3module을 설치할 수
있다.원수,생산수 및 농축수는 Mainfold로 연결된다.Singlearraysystem은 Recovery
가 50%이하로 해수담수화에 주로 사용된다.

Feed

Cartridge
Filter

Concentrate
Recycle Valve

Concentrate

Permeate

High Pressure
Pump

Concentrate
Flow Control Valve

FFFiiiggg...999...SSSiiinnngggllleee---aaarrrrrraaayyysssyyysssttteeemmm ppprrroooccceeess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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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MMMuuullltttiii---AAArrrrrraaayyySSSyyysssttteeemmm
다중 배열방법은 높은 Recovery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보통 2Array로 75%
이상의 Recovery을 가지며 3Array이상일 경우 더 높은 Recovery를 얻는데 사용
한다.PressureVessel에 6Elements가 사용되는 것이 기본으로 사용된다.
짧은 것은 3Elements도 있는데 이중으로 Array을 하여 Recovery를 갖게 한다.
전형적으로 2ArraySystem이 2:1StagingRatio로 사용한다.

Feed

Cartridge
Filter

Concentrate

Permeate

High Pressure
Pump

FFFiiiggg...111000...MMMuuullltttiii---aaarrrrrraaayyysssyyysssttteeemmm ppprrroooccceeessssss...

555...기기기본본본계계계산산산식식식
R/O Membrane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주요 특성은 유량 및 배제율(Rejection
Rate)이며 이들은 각각 여러 가지 Factor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Membrane을 통한 유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는 식은 식 ①과 같다.
또한 이 때 염투과율은 식 ②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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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투투투과과과수수수량량량
Qw =Kw(P-πfc)A/T -----------------ⓛ

여기서,Qw =Flow RateofWaterThroughTheMembrane(투과수량)
Kw =MembranePermeability(물투과성계수)
P =HydraulicPressureDifferentialAcrossMembrane(공급펌프압력)
πfc=OsmoticPressureDifferentialAcrossMembrane(삼투압)
A =MembraneSurfaceArea(Membrane표면적)
T =MembraneThickness(Membrane두께)

bbb)))염염염투투투과과과율율율
Qs=Ks(△C)A/T -------------------②

여기서,Qs=Flow RateofSaltThroughtheMembrane(염투과율)
Ks=MembranePermeabilityCoefficientforSalt(염투과성계수)
△c=SaltConcentrationDifferentialAcrossMembrane(염농도차)

즉,유량은 Membrane양 단면에 압력차에 비례하게 되며 염투과율은 압력에 무
관하며 농도차에 비례하게 된다.

ccc)))회회회수수수율율율(((RRReeecccooovvveeerrryyyRRRaaattteee)))

RecoveryRate(R)= ×100 -----------------③

여기서, Fp=ProductFlow Rate(처리수량)
Ff=FeedFlow Rate(공급수량)
R =RecoveryRate(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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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배배배제제제율율율(((RRReeejjjeeeccctttiiiooonnnRRRaaattteee)))

RejectionRate(Rr)=(1- )×100-----------------④

여기서,Cp=ProductTDS
Cf=FeedTDS
Rr=배재율 (제거율)

eee)))농농농축축축수수수 용용용질질질농농농도도도

Cfc= 1- -----------------⑤

여기서,Cfc=농축수 용질농도
Cf=유입수 TDS

fff)))PPPuuummmppp압압압력력력의의의 검검검토토토
RO 시스템에서의 Pump압력은 삼투압(OsmoticPressure)보다 높아야 한다.유
입수의 순수 삼투압은 농축수의 용질농도에 따라 일정하게 비례하며 NaCl을 기준
으로 하였을 때 농축수 농도 ppm당 0.01psi정도이다.
삼투압에 따른 투과수량 검토에 적용되는 계산식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Qw =Kw(P-πfc)

여기서,Qw :추과수량
Kw :물투과성 계수
P :공금 Pump압력
πfc:삼투압
T :Membrane두께

*온도보정 및 막의 투과성능 저하계수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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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수수수도도도권권권매매매립립립지지지

111...현현현황황황
수도권 매립지의 면적은 20,790,000㎡(약 630만 평)으로 서울,인천,경기도(22개
시군)등 수도권지역 총 56개 시․군․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매립지 부지면적은
제 1매립지 124만평,제 2매립지 112만평,제 3매립지 100만평,제 4매립지 118
만평,종합 환경 연구와 자원화 단지용도 100만평 그리고 경인 운하가 74만평으로
되어 있다.
현재 제 1매립지는 1992년 2월～2000년 9월에 6,300만톤을 매립완료 하였고,
제 2매립지는 2000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약 6,700만톤을 매립 할 예정이며
제 3,4매립지는 2010년 이후에 사용 할 부지로 되어 있다.
침출수는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200톤/일(제 1매립지 6,700톤,제 2
매립지 3,500톤)이 발생이 되며 침출수 처리 방법은 크게 2개의 처리장으로 구성
52)되어 있다.수도권 매립지의 전경을 Fig.11에 나타내었다.

FFFiiiggg...111111...VVViiieeewww ooofffsssuuudddoookkkwwwooonnnlllaaannndddfffiiillllllsssiiittteeemmmaaannnaaagggeeemmmeeennntttcccooorrr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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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기기기존존존 침침침출출출수수수 처처처리리리공공공정정정 및및및 발발발생생생현현현황황황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서 운영되는 제 1처리장과 제 2처리장의 침출수 발생현
황을 Table2에 나타내었다.각 처리장의 처리용량은 제 1처리장이 6700㎥/d,
제 2처리장이 3500㎥/d이다.침출수 처리공정을 Fig.12에 나타내었다.제 1처리
장(a)의 처리공정은 1일 처리량 6,700㎥으로 침출원수,유량조정조,혐기성소화조,
탈질조,질산화조,응집침전조 및 펜톤산화조를 거쳐 처리되어 최종처리수가 생산되고
있다.
제 2처리장(b)의 처리공정은 1일 처리량 3,500㎥으로 침출원수,유량조정조,탈
질조,질산화조,응집침전조 및 펜톤산화조를 거쳐 최종방류 되고 있다.

(((aaa)))

(((bbb)))
FFFiiiggg...111222...LLLeeeaaaccchhhaaattteeetttrrreeeaaatttmmmeeennntttffflllooowww dddiiiaaagggrrraaammmsss:::TTThhheee111sssttt(((aaa)))aaannnddd

222nnndddtttrrreeeaaatttmmmeeennntttppprrroooccceeess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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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iiiooolllooogggiiicccaaallltttrrreeeaaatttmmmeeennntttppprrroooccceeessssss>>>

<<<FFFeeennntttooonnnOOOxxxiiidddaaatttiiiooonnnPPPrrroooccceeessssss>>>

<<<FFFiiinnnaaalllPPPrrreeeccciiipppiiitttaaatttiiiooonnnBBBaaasssiiinnn>>>

FFFiiiggg...111333...PPPhhhoootttoooooofffllleeeaaaccchhhaaattteeetttrrreeeaaatttmmmeeennntttppprrroooccceeess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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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도도도별별별 일일일평평평균균균 침침침출출출수수수 발발발생생생량량량
제 매립장은 92년부터 침출수를 배출하여 95년부터 츰출수량이 증가하여 98년까
지 계속 증가하였으나,99년 이후 발생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년평균
2,071㎥/일의 발생량을 나타내었다.
제 2매립지는 2000년 침출수가 발생하여 2001년에는 발생랑이 급격히 증가하였
다.

Years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Ave.

Day
average
(㎥/d)

1st
landfill987 1,9262,3433,0954,5375,6846,2875,8995,5363,4832,071

2nd
landfill - - - - - - - - 103 1,543 823

TTTaaabbbllleee333...AAAvvveeerrraaagggeeedddiiisssccchhhaaarrrgggeeeaaammmooouuunnntttpppeeerrrdddaaayyyooofffllleeeaaaccchhhaaattteee

9 8 7

1 ,9 2 6
2 ,3 24

3 ,0 95

4 ,5 3 7

5 ,6 84

6 ,2 8 7
5 ,8 9 9

5 ,53 6

3 ,4 8 3

1 03

1 ,54 3

0000

1 , 0 0 01 , 0 0 01 , 0 0 01 , 0 0 0

2 , 0 0 02 , 0 0 02 , 0 0 02 , 0 0 0

3 , 0 0 03 , 0 0 03 , 0 0 03 , 0 0 0

4 , 0 0 04 , 0 0 04 , 0 0 04 , 0 0 0

5 , 0 0 05 , 0 0 05 , 0 0 05 , 0 0 0

6 , 0 0 06 , 0 0 06 , 0 0 06 , 0 0 0

7 , 0 0 07 , 0 0 07 , 0 0 07 , 0 0 0

' 9 2' 9 2' 9 2' 9 2 ' 9 3' 9 3' 9 3' 9 3 ' 9 4' 9 4' 9 4' 9 4 ' 9 5' 9 5' 9 5' 9 5 ' 9 6' 9 6' 9 6' 9 6 ' 9 7' 9 7' 9 7' 9 7 ' 9 8' 9 8' 9 8' 9 8 ' 9 9' 9 9' 9 9' 9 9 ' 0 0' 0 0' 0 0' 0 0 ' 0 1' 0 1' 0 1' 0 1

Y E A RY E A RY E A RY E A R

㎥㎥㎥㎥ //// 일일일일

제제제제 1111 매 립 지매 립 지매 립 지매 립 지

제제제제 2222 매 립 지매 립 지매 립 지매 립 지

FFFiiiggg...111444...AAAvvveeerrraaagggeeedddiiisssccchhhaaarrrgggeeeaaammmooouuunnntttpppeeerrrdddaaayyyooofffllleeeaaaccchhhaaattt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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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침침침출출출수수수의의의 특특특성성성 파파파악악악
수도권 매립지와 같은 생활폐기물 침출수의 수질은 Fig.15와 같이 여러 상황에

따라 변화를 하게 되며 지하수나 지표수환경오염에도 영향을 주어서 생태계파괴를
가져오게 된다11),53～56).
폐기물의 종류,매립연수,매립방법 및 기후조건에 따라 침출수의 수질과 발생량
에 차이가 있으며,폐기물 매립량,매립지형,강우량 및 매립다짐등에 따라 침출수
량과 수질에 차이가 있다.

 침출수
수질

· 지하수 및
 지표수  환경오염

· 생태계파괴

영향

매립지형

폐기물종류 매립연수 매립방법 기후조건

매립다짐
정도

폐기물

매립량
강우량

FFFiiiggg...111555...FFFaaaccctttooorrrooofffllleeeaaaccchhhaaattteeewwwaaattteeerrrqqquuuaaallliiitttyyy...

침출수에 함유된 성분을 보면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나 수도권매립지의 생활쓰레기의 매립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크게 5가지로 대
별된다.

○ 높은 유기물질 함량 (난분해성)
○ 휘발성 유기물 (유기산,단백질,아미노산 등)
○ 높은 TDS
○ 색도 점성 등
○ 암모니아성 질소 성분 (NH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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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실실실험험험장장장치치치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AAA...실실실험험험장장장치치치
실험공정은 1)전처리공정(Pre-treatmentBlock),2)역삼투막분리공정(Reverse
OsmosisBlock),3)후처리공정(Post-treatmentBlock)의 3가지 공정으로 나누어
원침출수와 생물학적 처리수에 대하여 실험하였다.장치 구성과 처리계통도를 Fig.
16～17에 나타내었다.

농축수농축수농축수농축수

유입수유입수유입수유입수

침출수저장조침출수저장조침출수저장조침출수저장조

전처리공정전처리공정전처리공정전처리공정 막분리공정막분리공정막분리공정막분리공정 후처리공정후처리공정후처리공정후처리공정

역삼투막분리역삼투막분리역삼투막분리역삼투막분리
(BW)

Safety Filter
(10㎛㎛㎛㎛)

회전막분리회전막분리회전막분리회전막분리
(RMS)

스크린필터스크린필터스크린필터스크린필터
(500㎛㎛㎛㎛)

역삼투막분리역삼투막분리역삼투막분리역삼투막분리
(SW)

폴리셔폴리셔폴리셔폴리셔

pH조정 SBS SHMP

농축수조농축수조농축수조농축수조

100㎥/d < 10~20㎥/d

50~60㎥/d
발전용수발전용수발전용수발전용수

30㎥/d

폴리셔

농축수농축수농축수농축수

유입수유입수유입수유입수

침출수저장조침출수저장조침출수저장조침출수저장조

전처리공정전처리공정전처리공정전처리공정 막분리공정막분리공정막분리공정막분리공정 후처리공정후처리공정후처리공정후처리공정

역삼투막분리역삼투막분리역삼투막분리역삼투막분리
(BW)

Safety Filter
(10㎛㎛㎛㎛)

회전막분리회전막분리회전막분리회전막분리
(RMS)

스크린필터스크린필터스크린필터스크린필터
(500㎛㎛㎛㎛)

역삼투막분리역삼투막분리역삼투막분리역삼투막분리
(SW)

폴리셔폴리셔폴리셔폴리셔

pH조정 SBS SHMP

농축수조농축수조농축수조농축수조

100㎥/d < 10~20㎥/d

50~60㎥/d
발전용수발전용수발전용수발전용수

30㎥/d

폴리셔

FFFiiiggg... 111666... FFFlllooowww dddiiiaaagggrrraaammm ooofff llleeeaaaccchhhaaattteee tttrrreeeaaatttmmmeeennnttt bbbyyy mmmeeemmmbbbrrraaannneee
ssseeepppaaarrraaatttiiiooonnnttteeeccchhhnnnooollloooggg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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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집수조 원수 펌프 스크린필타
(100㎛) 전처리 수조회전막분리장치회전막분리장치회전막분리장치회전막분리장치

(Rotating
Membrane System)

원수

A

A

안전정밀
여과기

산화

방지제

pH

조정

스케일

억제제

자외선 살균기
(185㎚)

막 접촉기폴리싱
RO

한외
여과막

이송 펌프

투과수저장조

자외선 살균기
(254㎚)

발전용수
농축수

혼상식
이온교환
수지장치

전기화학적
탈이온화장치

공급 펌프

균등조

터보 펌프

1차차차차 역삼투역삼투역삼투역삼투
막분리막분리막분리막분리

승압 펌프

순환순환순환순환(농축수농축수농축수농축수)

처리수 
(세륜, 조경 용수)

2차차차차 역삼투역삼투역삼투역삼투
막분리막분리막분리막분리

공급 펌프

터보

 농축수

순환순환순환순환(농축수농축수농축수농축수)

농축수

투과수투과수투과수투과수

에너지회수장치

FFFiiiggg...111777...FFFlllooowww dddiiiaaagggrrraaammm ooofffllleeeaaaccchhhaaattteeetttrrreeeaaatttmmmeeennntttbbbyyymmmeeemmmbbbrrraaannneee
ssseeepppaaarrraaatttiiiooonnnttteeeccchhhnnnooollloooggg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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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전전전처처처리리리공공공정정정
전처리공정은 침출수 속에 함유된 부유물질(SS),콜로이드 물질(Colloids),미생물
(Microorganism),색도(Color)및 거대 분자 유기성 물질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
치하였으며,이는 역삼투막(ROMembrane)의 오염(Scaling/Fouling/Clogging)을 예방하여
처리 수질 향상과 멤브레인의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층여과기(MMF:MultiMediaFilter)로 모래,무연탄(Anthracite)및
활성탄(ActivatedCarbonFilter)등의 여재,두 번째는 회전막분리장치(RotatingMembrane
System:RMS,ModelNO:CR550-40)로 핀란드 멧쵸회사제품을 설치하여 전처리
공정으로 이용하였다.각 장치의 구성 및 제원은 다음과 같다.

aaa)))다다다층층층여여여과과과기기기(((MMMuuullltttiiiMMMeeedddiiiaaaFFFiiilllttteeerrr:::MMMMMMFFF)))
Fig.18에는 다층여과기의 사진을 나타내었다.고농도의 침출수는 부식성이 있어
실험 용기나 배관등을 FRP,PVC(Sch.80)나 스텐레스 스틸(316L)로 사용을 하였
다.FRP로 된 원통형 용기(200L)를 4개를 병렬과 직렬로 사용이 가능토록 연결을
하여 설치를 하였으며 맨 앞의 2개에는 모래만을 여재로 사용하고 나머지 2개에는
무연탄과 활성탄을 50:50의 비율로 충진을 하였다.
전면 배관에는 유입구와 유출구의 유량과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계측기를 부착
을 하였으며 1㎏/㎠이상의 압력차가 발생시는 역세를 하여 사용을 하였다.

FFFiiiggg...111888...MMMuuullltttiiimmmeeedddiiiaaafffiiilllttteee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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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회회회전전전 막막막분분분리리리장장장치치치(((RRRoootttaaatttiiinnngggMMMeeemmmbbbrrraaannneeeSSSyyysssttteeemmm :::RRRMMMSSS)))
Fig.19와 20에 회전막분리장치를 이용한 전처리공정도 및 사진을 나타내었다.
회전막분리 기술은 처리하고자 하는 유체가 고농도,고점성에 적합토록 개발된
기술로 회수율(RecoveryRatio)도 95%이상으로 침출수 외에도 폐수,정수,해수담
수화,원료농축 및 회수 등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적용되는 막 범위는 MF,UF,NF까지 기능하며 처리 용량은 1대가 100～800㎥
/d까지 가능하고 막 재질은 처리하고자하는 물질에 따라 실험실규모 실험을 거쳐
서 선정하였다.시료를 펌프로 이송하여 100㎛크기의 스크린 필타를 경유하여 스
텐레스 스틸 집수조(100ℓ)에 모은 다음 Transferpump를 통하여 회전막분리 장치
로 보내며 이때 이송압력이 0.2㎏/㎠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회전막분리의 드라이브
모타가 회전을 하면서 각막 시트 위에서 Rotor가 회전을 하게 되고 각 막에 유입
된 시료수는 설치된 막의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원하는 물질들을 분리 제거하여
막을 투과한 것은 투과수 라인으로 투과하지 못한 농축수는 농축수라인으로 분리
되어 회전막분리 장치를 빠져 나오게 된다.
농축수와 투과수의 비율은 유입되는 시료의 온도,압력 및 점성에 의해 미리 입
력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연속가동후 원수(시료)의 수질변화등의 문제로 설정한 막의 투과율이 저하를 하
면 자동으로 미리 모아둔 투과수조(Cleanwatertank)의 물이 자동으로 막의 표면
을 강하게 flushing을 하여 각 막의 표면에 부착된 각종 오염물질들을 제거를 하게
된다.
이때 flushing을 하는 물은 자동으로 50℃전후로 온도를 유지하게 하였다.
또한 시료의 pH가 설정범위를 초과시는 자동으로 H2SO4과 NaOH가 선택적으로
Meteringpump를 통하여 조절이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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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reated water tank

Raw water

Feed Feed Feed Feed 
tanktanktanktank

Transfer Transfer Transfer Transfer 
pumppumppumppump

500500500500㎛㎛㎛㎛ screenscreenscreenscreen

Rotating Membrane 
System

Pretreated water tank

Raw water

Feed Feed Feed Feed 
tanktanktanktank

Transfer Transfer Transfer Transfer 
pumppumppumppump

500500500500㎛㎛㎛㎛ screenscreenscreenscreen

Rotating Membrane 
System

FFFiiiggg...111999...PPPrrreee---tttrrreeeaaatttmmmeeennntttbbbllloooccckkkooofffrrroootttaaatttiiinnngggmmmeeemmmbbbrrraaannneeesssyyysssttteeemmm...

FFFiiiggg...222000...RRRoootttaaatttiiiooonnnmmmeeemmmbbbrrraaannneeesssyyysssttteeemmm...
(((CCCRRR555555000---444000,,,MMMeeetttsssoooiiinnnFFFiiinnnlllaaannn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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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역역역삼삼삼투투투막막막분분분리리리 공공공정정정 구구구성성성

a)111차차차 RRROOO
염분(또는 전기전도도)이 너무 높아서 해수담수화용 역삼투막모듈이나 고염도 적
용 막모듈을 이용하여 1단의 막분리 처리할 경우 요구하는 재이용수질을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닷물등과 같이 일반 산업폐수등과는 달리 실리카,천연유기
성물질(NOM),경도,탁도,색도,암모니아성 질소,질산성 질소 및 이취등이 매립
된 생활폐기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염분제거만을 할 수가 없다.또한,염분이 대
도시의 상수도 수질수준을 기대한다하여도,다른 오염물질의 제거에 대한 한계성과
막의 오염문제 등이 수반되게 때문에 2단으로 역삼투막분리장치를 구성하여 실험
을 하였다.Fig.21에는 1차 RO막의 설치사진을 나타내었다.
1차 역삼투막분리 실험에서는 정확한 자료 확보와 안정적 실험을 위하여 측정항
목을 pH,전기전도도(㎲/㎝),유량(㎥/h),압력(㎏/㎠),온도(℃)등을 운전 판넬의
LCD Monitor에 의하여 자동으로 운전되도록 하여 항상 운전 상태를 파악할 수 있
게 하였으며 24시간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FFiiiggg...222111...111ssstttRRReeevvveeerrrssseeeOOOsssmmmooosssiiisssuuunnniii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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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전처리수조(Pretreatedwatertank)의 물을 이송원심펌프를 이용하여 1차
역삼투막분리로 공급을 하며 이송원심펌프가 작동시는 pH 조절제,스케일방지제
등의 정량펌프가 자동으로 동시에 작동을 하고 5㎛의 정밀여과기를 경유하여 고
압펌프에 물이 도달할 때 2㎏/㎠이상이 되면 1차 역삼투막분리의 고압펌프가 가동
을 하여 역삼투막모듈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다.
투과된 물은 1차 투과수 집수조로 보내고 농축수는 기존의 침출수 처리를 하는
공정으로 보내어 처리를 하게 하였다.
1차 역삼투막분리에서는 농축수와 투과수의 비율은 20～30:70～80% 으로 가동
을 하였고 염제거율은 95% 전후로 하였다.1차 역삼투막분리의 막배열은 2단으로
1개의 압력용기에 지름 약 20㎝에 길이가 1m인 모듈을 3개씩 삽입하여 가동을
실시하였다.

b)222차차차 RRROOO
Fig.22에는 2차 RO막의 설치 사진을 나타내었다.2차 역삼투막분리 장치는 1차 역
삼투막분리에 사용하는 막모듈과 달리 고염분 제거를 위해 저에너지의 막모듈을 설
치를 하였으며,측정항목은 1차 역삼투막분리장치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을
실시하였다.
2차 역삼투막분리장치도 1차 역삼투막분리 장치와 동일하게 배열을 하였으나 멤
브레인 모듈은 압력 용기당 1개씩을 삽입을 하여 실시를 하였다.
1차 역삼투막분리장치에서 투과된 물을 직접 부스타 펌프로 이송하여 처리를 하
게 하였으며,여기에서 처리된 투과수는 2차 투과수 저장조로 보내고 농축수는 1차
전처리 집수조로 보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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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222222...222ssstttRRReeevvveeerrrssseeeOOOsssmmmooosssiiisssuuunnniiittt...

333...후후후처처처리리리 공공공정정정
Fig.23에는 후처리공정의 사진을 나타내었다.전처리(회전막분리)와 1,2차 역삼
투막분리를 투과한 처리수의 수질 즉,TDS,COD,BOD,SS및 Color등을 재이용
용도에 맞게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또한 pH에 의해서 제거율이 다른 암모
니아성 질소등의 처리는 어려워 이취를 발생하게 되어 재이용수 즉,세륜이나 세차
그리고 조경용수등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암모니아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
치하였다.
후처리공정의 장치구성은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탈기시설을 기존
의 블로워나 진공식의 탈기방식이 아닌 멤브레인 콘텍타(MembraneContactor)를
사용하였으며,이어 막분리공정에서 투과한 수질에 함유된 TOC,DissolvedSolids
그리고 DissolvedSilica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염제거율 폴리싱용 역삼투막을 채
택하여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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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222333...PPPooosssttt---tttrrreeeaaatttmmmeeennnttt(((PPPooollliiissshhhiiinnnggg)))uuunnniii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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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실실실험험험방방방법법법

111...원원원수수수의의의 특특특성성성조조조사사사
실험대상시료는 매립지의 침출수와 매립지의 침출수처리공정중 생물학적 처리수
2가지를 대상으로 하였다.Fig.24에는 시료채취지점을 나타내었다.시료의 수질특
성 및 입도분석등을 통하여 원수의 특성을 조사하여 전처리공정과 RO막을 선정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실험 원수 채취지점실험 원수 채취지점

FFFiiiggg...222444...FFFlllooowww ccchhhaaarrrtttfffooorrrSSSaaammmpppllliiinnngggpppoooiiinnnttt...

2.막막막선선선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기기기초초초실실실험험험
역삼투막 적용에 앞서 막모듈의 형태와 재질등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
해 시료의 분석을 토대로 막선정의 예비실험을 하였다.
막의 선정을 함에 있어 사전예비검토 실험이 필수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하며 아
래와 같은 사항을 중요한 선정 항목27)으로 하였다.
○ Highfiltrationrates
○ FoulingResistance
○ HighSolidslevelinreject(concentrate)stream
○ Reliabilityandlow maintenance
○ Low Cost
전처리나 역삼투공정의 막들에 대한 예비실험을 위하여 Fig.25와 같이 실험실용
막실험기(핀란드 멧쵸회사,ModelCR22)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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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222555...RRRoootttaaatttiiinnngggmmmeeemmmbbbrrraaannneeesssyyysssttteeemmm oooffflllaaabbbttteeesssttt...

aaa)))전전전처처처리리리공공공정정정의의의 막막막선선선정정정
전처리에 사용할 막 선정을 위하여 11가지 막(MF:1,UF:9,NF:1)을 동일 조건하
에서 허용온도,유량(Flux,GFD)과 압력 등을 원침출수와 생물학적처리수를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전처리에 적용할 각종 막의 사양을 Table4에 나타내었다.
Plate& Frame형태의 막을 사용하였으며,사용된 막의 재질은 각각 다음과 같다.
G-50의 재질은 G-50, NTR-7450은 SulfonatedSulfone,C-10F는 RegeneratedCellulose,
C-30F는 Regenerated Cellulose,AS-100는 Polysulfone,C-100F은 Regenerated
Cellulose,PS-1000H Polysulfone,T-135는 PTFE Teflone,AES-5는 Polyether
sulfone및 AS-100은 Polysulfone의 재질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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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Material FLUX
(GFD) Remark

Plate& Frame
(PES-050) PES 145～290ℓ/㎡h 50K Da

Plate& Frame
(G-50) G-50 45 8,000Da

Plate& Frame
NTR-7450 SulfonatedSulfone 25 50% NaClrej

Plate& Frame
C-10F

Regenerated
Cellulose 50 10,000Da

Plate& Frame
C-30F

Regenerated
Cellulose 424 30,000Da

Plate& Frame
AS-100 Polysulfone 418 40,000Da

Plate& Frame
C-100F

Regenerated
Cellulose 270 100,000Da

Plate& Frame
PS-1000H Polysulfone 390 100,000Da

Plate& Frame
T-135 PTFETeflone - 0.45㎛

Plate& Frame
AES-5 Polyethersulfone 84 2,000Da

Plate& Frame
AS-100 Polysulfone 418 40,000Da

※ GFD=GPM ×1400÷SF,
GPM :Gallonpermin,SF(SquareFeetofMembrane):Membranearea

TTTaaabbbllleee444...SSSpppeeeccciiifffiiicccaaatttiiiooonnnsssaaannndddppprrrooopppeeerrrtttiiieeesssooofffppprrreee---tttrrreeeaaatttmmmeeennntttmmmeeemmmbbbrrraaannn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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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역역역삼삼삼투투투막막막 선선선정정정
전처리공정을 투과한 물(Filtratewater)은 CushionTank에 저장 한 다음 Transfer
Pump로 RO공정으로 보내어서 유기성 및 무기성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RO의
막을 대상 실험 침출수의 TDS가 10,000mg/l이상이어서 HighPressure와 High
Rejection의 저오염성 막 7가지를 선정하여 제거율,회수율 및 압력 등의 예비실험
을 실시하였다.
선정기준 침출수의 성상분석을 침출수중의 SS입자 크기와 점도를 분석,침출수
의 온도 변화 및 pH 고려,막에 손상을 주는 유분,계면활성제 및 유기용매 함유여
부를 검토 및 침출수내 용질의 총 용해성 고형물질 측정 및 이온분석등을 통해
선정하였다.막모듈과 막재질의 선정기준은 막의 Fouling정도,막 세정의 용이성,
막의 수명을 결정하는 강도,내열성 및 내약품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57)하였다.

Membrane Material Flux
(GFD) Pressure(psi) Maker

DS-3SE TFC 5 400～600 Desal

X-20 PA/urea 9 400～1000 Trispe

ESPA CompositePA 13 500～2000 Hydranautics

BW-30 TFC 12 300～500 FilmTec

SC/SE TFC 10.6/22 800/600 Desal

AE TFC 30 800 Desal

CD GTA/diacetate
Blend 17.1 450 Desal

TTTaaabbbllleee555...SSSpppeeeccciiifffiiicccaaatttiiiooonnnsssaaannndddppprrrooopppeeerrrtttiiieeesssooofffRRROOOmmmeeemmmbbbrrraaannneee

상기의 여러 종류의 RO막들에 대한 LabTest조건은 시료에 대하여 Table6과
같은 조건하에서 실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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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post-Biotreatment Raw leachate

Membranetype Plate& Frame Plate& Frame

TDS 10,000～ 22,000mg/l 27,000mg/l

Recovery 70～ 80% 70%

Temp. 45℃ Max 45℃ Max

pH 7.5～ 8.3 7.5～ 8.3

Feedingtype Continuous Continuous

Pressure 25～ 60kg/㎠ 40～ 65kg/㎠

TTTaaabbbllleee666...CCCooonnndddiiitttiiiooonnnoooffflllaaabbbttteeesssttt

후처리공정에 사용되는 RO막은 낮은 염농도의 유체에 고염제거율과 고총유기성
탄소(TotalOrganicCarbon:TOC)제거율을 갖는 막 5가지에 대하여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실험후 오염된 막의 세정에 따른 압력 및 유량 등을 조사하여 선정기
준으로 삼았으며,막의 세정조건은 Table7에 나타내었다.

Cleaner Maker Type Composition

Solution30 AJEInc. MineralScale&
Precipitates

2% Citricacid/
95% DIWater
LessthanpH 4

Solution40 AJEInc. Silt& Colloidal
Fouling

0.5% NaOH /
0.1% DodecylSulfat
0.3% Sodium
Dodecylbenzene
AdjusttopH 10.5-11.5

TTTaaabbbllleee777...SSSpppeeeccciiifffiiicccaaatttiiiooonnnaaannndddcccooommmpppooosssiiitttiiiooonnnooofffcccllleeeaaannneee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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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공공공정정정별별별 처처처리리리수수수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조조조사사사
전처리와 RO처리 및 후처리공정을 통과한 처리수의 수질특성을 조사하여,침출

수처리 및 재이용 처리공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4.RRROOO막막막의의의 오오오염염염도도도 조조조사사사
RO막의 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SDI지수를 조사하여 사용되는 역삼투막에 침
출수내의 오염물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으며,향후의 개선된 공정
에 RO의 배열 및 단구성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555...농농농축축축수수수처처처리리리 방방방안안안
공정에서 배출되는 농축수의 처리방안을 제시하여 비교․검토하여 물질수지에
따른 경제적 처리방안을 알아보았다.

666...향향향후후후 개개개선선선된된된 처처처리리리공공공정정정의의의 제제제안안안 및및및 물물물질질질수수수지지지계계계산산산
본 실험을 통한 처리공정의 특성을 토대로 수도권매립지의 실제 침출수량과 수
질 변동을 고려하여 향후 개선된 처리공정을 제안하였다.제안하는 처리공정은 대
상시료를 생물학적 처리수와 침출수원수로 나누어 제안하였으며,TDS를 기준으로
물질수지를 예상하여 나타내었다.

777...PPPiiilllooottt규규규모모모의의의 장장장치치치 운운운전전전방방방법법법
Pilot규모 장치의 운전방법은 다음과 같다.

aaa)))운운운전전전 및및및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점점점검검검
1)침출수 유입 유량계의 버터플라이 밸브를 Open한 후 공급펌프를 가동하여
전처리 공정인 스트레이너(500㎛)를 거쳐서 회전막분리장치(Rotating Membrane
System :RMS)로 유입전에 Cushiontank로 침출수로 채운다.이때 회전막분리장
치(RotatingMembraneSystem :RMS)는 Cushiontank의 수위가 65%가 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Drivermotor가 가동되도록 setting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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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rivemoter가 가동되면서 Cushiontank내의 침출수가 RMS로 유입되게 된
다.초기에는 rotor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유입이 되다가 적용 압력이 70kPa이
됨가 동시에 회전막분리장치(RotatingMembraneSystem :RMS)의 rotor가 가동
되면서 정상가동 되도록 하였다.RMS의 rotor가 일정 압력이후에 가동이 되어지는
이유는 Membrane사이에 rotor가 회전되어지는 RMS의 특성상 rotor의 회전에 의
한 Membrane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압력이 될 때까지 rotor를 정지해두
는 것이다.
3)RMS의 농축수와 투과수의 비율은 5:95로 조절을 하며,유입 침출수의 성상
에 따라 농축수 비율은 5～10%로 변화시키며 가동하였다.
4)RMS을 투과한 투과수는 전처리수 탱크(10m3)로 보내고 투과치 못한 농축수
는 농축수집수조로 유량계를 통과하여 Drain하였다.
5)RMS는 침출수의 성상에 따라 처리 유량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RMS가 자동으로 막 표면을 투과된 물로 flus를 하게 된다.flushtime은 10～30초
이며 이후 다시 전상가동을 하도록 하였다.
6)RMS을 통과한 처리수는 전처리집수조로 이송되어 일정수위가 되면 이송펌프
가 작동되고 5～10㎛의 안전여과 필터를 통과한 후 2～3bar가 되면 고압펌프가
작동되어 1차 RO로 유입하도록 하였다.
7)1차 역삼투막분리는 twostage로 구성을 하였으며 회수율은 40～70%로 유지
하도록 하였다.
8)투과된 물은 2차 RO로 보내어 TDS을 떨어뜨리며 2차 RO의 농축수는 전처리
수 탱크로 보내어 일부는 순환을 시켰다.
9)1차와 2차의 RO를 가동을 하여 70% 전후의 회수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초
기 설치된 고압펌프가 다소 압력이 낮아 이론상 72.4% 이내로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설비를 설치시는 80%이상의 회수율이 가능하다.)
10)2차 RO을 통과한 물은 TDS를 자동 측정한 후 투과수(처리수)로 공인 유량
계를 거쳐서 보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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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유유유지지지관관관리리리법법법
1)유입 침출수의 성상변화가 심하므로 수시로 TDS,pH,SS,Color등을 Monitor
하였으며,
2)유입침출수의 TDS가 변동이 크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하였고,
3)유입침출수를 다층여과(모래,무연탄등)시설을 통과한 후 5㎛ Cartridge을
통과할 때에는 교체주기가 수시간에 최대 3일안에 ΔP가 생긴다.RMS는 UFModule
을 장착하여서 월 1회 정도 CartridgeFilter를 교체하였다.
4)5㎛ Cartridge을 통과한 침출수의 SDI는 >5이상으로 막의 오염이 예견됨을
알 수 있었으며,RMS통과수는 SDI가 <0.1이하로 지극히 양호하게 관리를 하였다.
5)RO운전에 있어서 회수율이 2～5% 상승할 경우 막의 오염 징후(압력상승,유
량감소 등)가 나타나기 때문에 회수율이 70～72%로 관리를 하였으며,2개월간 화
학세정을 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였다.

CCC...분분분석석석항항항목목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BOD,COD,SS,T-N,NH3-N,NO3-N,T-P및 TDS는 수질오염공정시험법57)에
따라 실시하였으며,전기전도도는 전기전도도측정기(TOA HI-8033,Japan)을 사용
하였으며 pH는 pH meter(TOA HM-20S,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입도분석은 Laser diffraction light scattering의 원리를 이용한 입도분석기
(Malvern.lnst)를 이용하였으며,이분석기의 측정범위는 0.1～600microns이다.
막의 오염물질의 성분과 성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EDS(EnergydispersiveX-ray
microanalysis,JeolJMS-5800Japan)와 SEM(ScanningElectronmicroscopy,Jeol
JMS-5800,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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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결결결과과과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AAA...원원원수수수특특특성성성조조조사사사

111...원원원수수수의의의 수수수질질질
막선정을 위한 기초실험을 하기에 앞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 시료들에 대하여
수질분석을 하여 Table8에 나타내었다.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매립장에서 발생되
는 침출수와 기존의 공정에서 얻어진 생물학적 처리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물학적 처리수 수질은 COD 5.6～11.0mg/l,T-N 125～154mg/l,염소이온200
이하로 나타났으며,TDS는 470～930mg/l의 범위로 나타났다.원침출수의 수질은
COD 2,000～2,200 mg/l,SS 49～53 mg/l,T-N 2,008～2,200 mg/l및 TDS는
23,000～25,000mg/l의 범위로 나타나,두 시료의 수질은 큰 차이를 보였다.

Items
Nitrificationwater leachate Criteriaof

Drinking
waterMarch April March April

pH 7.0～8.0 7.0～7.8 8.2 8.0 5.8～8.5

BOD(mg/l) <3 1.0～1.7 250 220 -

COD(mg/l) 5.6～7.0 2.7～11.0 2,000 2,200 10

SS(mg/l) - - 53 49 -

T-N(mg/l) 125 154 2,008 2,200 -

Chloride(mg/l) <200 <200 250

TDS(mg/l) 470～800 600～930 23,000 25,000 -

TTTaaabbbllleee888...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ooofffrrraaawww wwwaaattteee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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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입입입도도도분분분석석석
막 분리에 있어서 유체속에 함유된 미립자 등의 부유성 물질은 막성능에 큰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입도 분석은 막의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인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침출수와 생물학적 처리수에 대한 각각 입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각 폐수에 적합한 막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aaa)))원원원침침침출출출수수수
Fig.26은 원침출수의 입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원침출수의 입도분포는 입경이
0.15∼0.45㎛와 1.5∼20㎛인 입자가 폭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평
균 4.85㎛ 입경을 보였고.6.42㎛이하의 미세입자가 75% 정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FFiiiggg...222666...TTThhheeedddiiissstttrrriiibbbuuutttiiiooonnnooofffpppaaarrrtttiiicccllleeesssiiinnnttthhheeerrraaawww llleeeaaaccchhhaaattt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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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처처처리리리수수수
Fig.27은 생물학적처리수의 입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입도분포를 보면 입경이
3∼200㎛인 입자가 분포되어 있으며,주로 40㎛ 전후로 분포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평균 39.22㎛ 입경을 보였고,52.83㎛ 입경의 입자가 75%로 이루어
져 전처리공정에서 원침출수보다 처리효율이 높아져 이어지는 RO공정에 미치는
부하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FFFiiiggg...222777...TTThhheee dddiiissstttrrriiibbbuuutttiiiooonnn ooofffpppaaarrrtttiiicccllleeesss iiinnn ttthhheee llleeeaaaccchhhaaattteee ooofffaaafffttteeerrr
dddeeennniiitttrrriiifffiiicccaaatttiiiooo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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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막막막 선선선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기기기초초초실실실험험험

111...전전전처처처리리리공공공정정정의의의 막막막 선선선정정정
Plate& Frame형태의 막을 사용하여 11가지 막 (MF:1,UF:9,NF:1)을 동일 조
건하에서 기초실험을 한 결과 Flux및 압력변화를 Fig.28에 나타내었다.
PS와 PES재질의 Membrane이 낮은 압력에서도 flux가 뛰어났으나,PS는 일정
시간 후 유량감소와 수질이 좋지 않았다.
따라서,침출수에 대한 실험에 있어서 전처리공정에는 PES재질의 UF막이 가장
안전적인 Flux을 나타내어 PES-050을 선정하였다.

Flow Capacity vs PressureFlow Capacity vs PressureFlow Capacity vs PressureFlow Capacity vs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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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222888...MMMeeemmmbbbrrraaannneeebbbaaatttccchhhttteeessstttrrreeesssuuullltttsssfffooorrrPPPrrreeetttrrreeeaaatttmmmeeennntttbbbllloooccc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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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역역역삼삼삼투투투막막막 선선선정정정
전처리 공정 투과수를 Cushiontank에 저장 한 다음 Transferpump로 RO공정
으로 보내어서 유기성 및 무기성 물질들을 제거58)하기 위한 RO의 막을 선정하기
위하여 RO Membrane에 연속식과 회분식으로 실험하였다.각각의 RO 막들의
Lab.test결과는 두가지의 시료에 따라 처리유량과 막의 오염성을 조사하였다.
침출수의 TDS가 10,000mg/l이상이어서 Highpressure와 Highrejection의 저오
염성 막을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aaa)))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처처처리리리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예예예비비비 막막막분분분리리리 선선선정정정 실실실험험험결결결과과과
○ 투과유량

생물학적처리수에 대한 막의 투과유량은 SE와 AE멤브레인들이 안정적으로 유
량을 나타낸 반면,DS멤브레인은 가장 낮은 유량을 나타냄을 알 수가 있었다.

大 小

SE AE SL ESPA X-20 CD BW DS

○ 막의 오염성
막의 오염도(Fouling)을 실험한 결과 Film Tech회사의 멤브레인은 급격하게 유
량이 감소하면서 막의 오염을 가져옴을 알 수 있었으나 Desal회사의 CD 멤브레인
은 매우 안정적인 유량으로 내오염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大 小

BW DS X-20 ESPA SC SE AE CD

○ 화학세정 후 막의 안정성(Cleanability& Stability)
막을 세정 한 후에 처음과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세정된 막들에 대하여 6시간
연속 운전 후 막의 투과유량과 압력 등을 확인한 결과 SE 멤브레인은 매우 안정
적인 운전상태를 나타내었다.BW의 경우는 초기운전시의 유량이 12GFD(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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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H)이었으나 실험 종료후에는 유량이 8.38GFD로 약 30%이상 감소를 보였으며
이때 압력도 15%정도 상승을 하였다

大 小

SE SC AE X-20 DS CD ESPA BW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생물학적처리수 투과유량,막의 오염성 그리고 세정후의
막의 안정성등의 3개 사항을 고려하여 SC,SE,AE,CD Membrane을 선정하였으
나,시료가 점성과 휘발성 유기물질 등 각종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에 대
한 ChemicalCompatability를 추가로 고려하여 1차 RO에는 CD막을 2차 RO에는
SC막으로 최종 막을 선정하였다.

bbb)))원원원침침침출출출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예예예비비비 막막막분분분리리리 선선선정정정 실실실험험험결결결과과과
○ 투과유량

생물학적처리수에 대한 막의 투과유량은 X-20과 ESPS 멤브레인은 안정적으로
유량을 나타낸 반면,SL과 BW 멤브레인은 가장 낮은 유량을 나타내었다.

大 小

X-20 CD SE DS AE SL BW

○ 막의 오염성
막의 염도(Fouling)을 실험한 결과 SE와 AE 멤브레인은 급격하게 유량이 감소
하면서 막의 오염을 가져왔으며,X-20멤브레인은 매우 안정적인 유량으로 내오염
성을 나타내었다.

大 小

SE AE DS BW SC CD 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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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세정 후 막의 안정성(Cleanability& Stability)
막을 세정 한 후에 처음과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세정된 막들에 대하여 6시간
연속 운전후 막의 투과유량과 압력등을 확인한 결과 X-20멤브레인은 매우 안정적
인 운전상태를 나타내었다.

大 小

X-20 BW SE SC AE CD DS

원침출수에 대한 막의 선정절차도 생물학적 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1차
RO에는 CD막을 2차 RO에는 X-20막을 채택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ccc)))RRROOO막막막 구구구성성성
예비 막분리 선정 실험을 통하여 시료대상의 수질 특성에 적합한 막의 화학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1차와 2차 역삼투막분리 장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11)))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처처처리리리수수수
생물학적 처리수에는 1단에 CD막을 2단에는 SC막으로 구성하여 투과수를 후처
리공정으로 보내졌으며,ConcentrationFactor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1차 RO의 CD
막에서 ConcentrateWater양을 15～25%로 유지가 되도록 하였다.

RMS CD막 SC막

Dr a in
Conce n t r a t e

Wat e r

P e r me at e
Wat e r

Con ce n t r a t e  Wat e r

P e r m e at e
Wat e r

FFFiiiggg...222999...SSSccchhheeemmmaaatttiiicccdddiiiaaagggrrraaammm ooofffRRROOO sssyyysssttteeemmm fffooorrreeeffffffllluuueeennntttooofffbbbiiiooolllgggiiicccaaalll
tttrrreeeaaatttmmmeeennntttppprrroooccceeess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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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원원원침침침출출출수수수
원침출수는 1단에 CD막을 2단에 X-20막을 선정하였으며,1단에서 고농도의 유
기물질을 제거목적과 2단에서 높은 염제거율을 고려하였다.

RMS C D 막 X-20Permeate
Water

Permeate
Water Tank

Polishing System발전용수

발전
용수

FFFiiiggg...333000...SSSccchhheeemmmaaatttiiicccdddiiiaaagggrrraaammm ooofffRRROOOsssyyysssttteeemmm fffooorrrrrraaawww lllaaannndddfffiiillllllllleeeaaaccchhhaaattt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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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처처처리리리수수수의의의 특특특성성성조조조사사사

111...유유유량량량

a)회회회전전전막막막분분분리리리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전전전처처처리리리
(1)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처처처리리리수수수 처처처리리리 유유유량량량

Fig.31은 2003년 3월에 실시한 회전막분리장치의 실험 상태를 나타낸 결과이다.
회전막분리 실험에서 측정 관리항목은 투과수 유량과 농축수 유량,온도 그리고 전
류이며 실험시 회전막분리장치는 유입수질의 각종오염물질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매우 안정적으로 실험이 수행됨을 알 수 있었다.

FFFiiiggg...333111...TTTrrreeennndddoooffffffllluuuxxxfffooorrrRRRMMMSSS(((AAAfffttteeerrrdddeeennniiitttrrriiifffiiicccaaatttiiiooo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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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원원침침침출출출수수수 처처처리리리 유유유량량량
Fig.32는 2003년 5월에 Fig.33은 2003년 6월에 원침출수를 대상으로 실험한 회
전막분리장치의 실험 상태를 나타낸 결과이다.회전막분리실험에서 측정 관리항목
은 투과수 유량과 농축수 유량,온도 및 전류이며 실험시 회전막분리장치는 유입수
질의 각종오염물질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59)매우 안정적으로 실험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FFiiiggg...333222...TTTrrreeennndddoooffffffllluuuxxxfffooorrrRRRMMMSSS(((RRRaaawww LLLeeeaaaccchhhaaattt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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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333333...TTTrrreeennndddoooffffffllluuuxxxfffooorrrRRRMMMSSS(((RRRaaawww LLLeeeaaaccchhhaaattt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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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역역역삼삼삼투투투막막막분분분리리리 장장장치치치
(1)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처처처리리리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처처처리리리유유유량량량

생물학적 처리수를 대상으로 2개월동안 전처리를 다층여과기(MMF)와 회전막분
리장치(RMS)로 처리하여 각각 역삼투막분리(1차와 2차 연동)를 통과한 투과수의
유량 결과를 Fig.34와 35에 나타내었다.
회전막분리를 전처리로 설치할 경우 2개월 간 가동에도 역삼투막분리의 화학적
세정이 필요치 않았으나 전처리를 침전조,모래여과조,정밀여과조등의 다층여과기
를 사용할 경우에는 잦은 화학세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이에 따라 역삼투
막모듈도 2개월이 못되어서 일부를 교체하여야 하였다.이러한 결과로부터 유입폐
수의 특성상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여재에 의한 전처리는 뒤이어지는 RO공정에
부하를 주는 것으로 보여,회전막분리장치를 전처리공정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생물학적처리수를 이용하여 침출수 재이용 시스템을 구성 할 경우
회수율은 TDS증감에 따라 80～ 85%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회전막 분리장치
(RMS)와 같은 전처리가 아닌 여재에 의한 급속여과방식은 빈번한 화학적 세정과
막의 수명 단축 등으로 운전 및 유지관리비용의 상승과 트러블이 발생함60)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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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333444...VVVaaarrriiiaaatttiiiooonnnooofffffflllooowww rrraaattteeefffooorrreeeffffffllluuueeennntttooofffbbbiiiooolllooogggiiicccaaallltttrrreeeaaatttmmmeeennnttt
ppprrroooccceeessssss(((MMMaaarrrccchhh,,,222000000333)))...



- 66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4/1 4/6 4/11 4/16 4/21 4/26

T imes (day )T imes (day )T imes (day )T imes (day )

F
lo

w
 r

a
te

F
lo

w
 r

a
te

F
lo

w
 r

a
te

F
lo

w
 r

a
te

(( (( ㎥㎥ ㎥㎥
// //
DD DD

)) ))

C IP 실 시

C IP실 시

R M S
베 어 링 점 검

원 수 공 급 중 단 으 로
6시 간 가 동 중 지

C IP 실 시

원 수 공 급 중 단
으 로 가 동 중 지

(4/10 )

R M SR M SR M SR M S

M M FM M FM M FM M F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4/1 4/6 4/11 4/16 4/21 4/26

T imes (day )T imes (day )T imes (day )T imes (day )

F
lo

w
 r

a
te

F
lo

w
 r

a
te

F
lo

w
 r

a
te

F
lo

w
 r

a
te

(( (( ㎥㎥ ㎥㎥
// //
DD DD

)) ))

C IP 실 시

C IP실 시

R M S
베 어 링 점 검

원 수 공 급 중 단 으 로
6시 간 가 동 중 지

C IP 실 시

원 수 공 급 중 단
으 로 가 동 중 지

(4/10 )

R M SR M SR M SR M S

M M FM M FM M FM M F

R M SR M SR M SR M S

M M FM M FM M FM M F

FFFiiiggg...333555...VVVaaarrriiiaaatttiiiooonnn ooofffffflllooowww rrraaattteeefffooorrreeeffffffllluuueeennntttooofffbbbiiiooolllooogggiiicccaaallltttrrreeeaaatttmmmeeennnttt
ppprrroooccceeessssss(((AAAppprrriiilll,,,222000000333)))...

(2)원원원침침침출출출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처처처리리리 유유유량량량
원침출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6월과 7월에 실험한 결과를 Fig.39와 Fig.37에 나
타내었다.원침출수를 회전막분리장치와 역삼투막분리(1차와 2차 연동)를 통과한
투과수 유량과 회전막분리 대신 모래여과기와 정밀여과기를 전처리로 하고 이후
역삼투막분리를 통과한 투과수 유량을 비교하였다.
전처리로 회전막분리를 적용한 장치의 경우에도 RO회수율이 초기에는 35%정
도로 낮음을 알 수가 있었다.원침출수는 오일성분이 함유되어있어 생물학적 처리수 보
다 회수율이 10～20%가 감소하였으며 기존의 막분리 방식으로는 적용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RO의 Membrane재질을 CA또는 PA을 사용을 위해서는 친유성(oleophobic)인 막으
로 전처리가 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생물학적 처리수를 대상으로 실험한 장치를 그대로 원침출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경우 공급원수에 따라 물성(점성,성분,TDS등)이 달라 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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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전하 및 투과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회전막분리의 막재질도 PES에서 CA로 1차의 역삼투막분리 모듈도 중성
에 가까운 막으로 교체를 하였으며,이후 생물학적 처리수의 회수율과 비슷한 결과
를 얻을 수가 있었다.표면세정과 역세정주기를 길게 하면 막에 침착되는 용질의
증가로 화학세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하고 화학세정 주기는 짧아지지만59,61),이
경우도 막면적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효과에는 미치지 못한다.극단적으로 표면세정
과 역세정 주기를 길게 하면 막의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62)을 줄 수 있다.하지만
막의 수명이 세정주기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면 세정주기를 길게 할 때 생산원가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반면에 침전
조와 다층여과기 그리고 정밀여과를 전처리로 구성된 방식 그대로 생물학적 처리
수와 같이 원침출수에 적용을 할 경우 생물학적 처리수를 실험할 때보다 막모듈의
화학적 세정횟수가 보다 많이 요구되었다.

 
FFFiiiggg...333666...VVVaaarrriiiaaatttiiiooonnnooofffffflllooowww rrraaattteeefffooorrreeeffffffllluuueeennntttooofffrrraaawww llleeeaaaccchhhaaattteee

(((MMMaaayyy,,,2220000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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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333777...VVVaaarrriiiaaatttiiiooonnnooofffffflllooowww rrraaattteeefffooorrreeeffffffllluuueeennntttooofffrrraaawww llleeeaaaccchhhaaattteee

(((JJJuuunnneee,,,2220000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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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회회회수수수율율율
1차 역삼투막분리를 통과한 투과수(Permeatewater)를 사용하여 2차 역삼투막분
리를 통과한 최종 투과수에 대한 회수율 실험을 하였다.

aaa)))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처처처리리리수수수의의의 처처처리리리회회회수수수율율율
생물학적 처리수의 수질의 변동폭은 크게 차이는 없었으나 기존 침출수 처리시

설 중 탈질화과정에서 처리상태에 따라 부유물질이 다량 함유되기도 한다.고농도
부유물질이 함유된 처리수를 다층여과기를 이용하여 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매우
역세주기가 빠르고 완벽히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차 역삼투막분리장치 이전의
5㎛ 정밀여과기의 카트리지의 잦은 교체로 본 실험가동에 어려움이 많았다.그러
나 전처리공정을 회전막분리장치로 운전한 실험에서는 원수의 수질 변동에도 크
게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되었으며,1차와 2차의 역삼투막분리의 오염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Fig.38에서 알 수 있듯이 회전막분리장치를 전처리로 한 역삼투막분리의 회수율
은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다층여과기를 전처리로 사용한 실험에서
는 역삼투막분리의 잦은 화학적 세정(CIP:Cleaninginplace)이 실시된 것을 알 수
가 있다.
회수율을 증가시키면 막표면에서의 용질의 농도가 증가하여 용질의 플럭스가 향
상되며 삼투압의 증가로 용매의 플럭스는 감소되어 결국에는 처리수의 수질이 악
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러한 이유로 정밀여과나 한외여과가 회수율을
90%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것과 대조적으로 나노여과나 역삼투막을 이용한 공정은
회수율을 85% 이하로 유지시키고 있다.나노여과나 역삼투막을 이용한 공정에서
회수율을 90% 이상으로 유지시키고자 할 때는 유입수에 스케일방지를 위한 산처
리를 하여야 하며 회수율이 95%이상이 되면 극히 낮은 경도를 나타내는 원수일지
라도 막표면에서 스케일을 야기 시키게 된다.
회수율을 증가시키면 버려지는 농축수량의 감소로 농축수 처리비용이 절감되며,
이로 인해 생산원가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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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 333888... VVVaaarrriiiaaatttiiiooonnn ooofff RRReeecccooovvveeerrryyy rrraaatttiiiooo fffooorrr eeeffffffllluuueeennnttt ooofff bbbiiiooolllooogggiiicccaaalll
tttrrreeeaaatttmmmeeennntttppprrroooccceeessssss(((MMMaaarrrccchhh,,,2220000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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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원원원침침침출출출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회회회수수수율율율 실실실험험험
생물학적처리수를 대상으로 한 CD 역삼투막 그대로 원침출수에 적용한 결과 초
기에는 Fig.39와 같이 회수율이 40%이하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으며 예비실험
을 통하여 선정된 원침출수의 수질에 적합한 X-20막으로 교체를 하여 실험을 계속
실시한 결과 회수율이 생물학적 처리수 실험과 유사한 회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회수율을 증가시키면 막표면에서의 용질의 농도가 증가하여 용질의 플럭스가 향상
되며 삼투압의 증가로 용매의 플럭스는 감소되어 결국에는 처리수의 수질이 악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FFFiiiggg...333999...VVVaaarrriiiaaatttiiiooonnn ooofffRRReeecccooovvveeerrryyy rrraaatttiiiooofffooorrreeeffffffllluuueeennntttooofffbbbiiiooolllooogggiiicccaaalll

tttrrreeeaaatttmmmeeennntttppprrroooccceeessssss(((JJJuuunnneee,,,2220000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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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처처처리리리수수수 수수수질질질 특특특성성성
aaa)))공공공정정정별별별 처처처리리리특특특성성성
생물학적처리수를 대상으로 처리한 각 공정의 수질은 유입수의 TDS가 7,000～
22,000mg/l일 때 1차와 2차 RO를 통과한 후 후처리공정을 거친 처리수의 수질
200mg/l이하로 나타났다.Fig.40의 ①은 유입 생물학적처리수(TDS :22000
mg/l,SS:3800mg/l)②는 RMS의 농축수 ③은 RMS의 투과수(SS:0및 SDI

<0.1)④는 최종처리수(TDS:200mg/l이하)를 보여주고 있다.

1 2 3 41 2 3 4

FFFiiiggg...444000...CCChhhaaannngggeeeooofffcccooolllooorrraaattteeeaaaccchhhppprrroooccceeessssssfffooorrr
eeeffffffllluuueeennntttooofffbbbiiiooolllooogggiiicccaaallltttrrreeeaaatttmmmeeennn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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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은 원침출수를 처리하였을 때 공정별 처리수의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①번 시험관은 원침출수를 ②번 시험관은 RMS를 거친후 ③번시험관은 RO막 거
친후 처리수 상태이며,④번시험관은 후처리공정을 통과한 처리수이다.

1 2 3 41 2 3 4

FFFiiiggg...444111...CCChhhaaannngggeee ooofffcccooolllooorrr aaattteeeaaaccchhh ppprrroooccceeessssss fffooorrr
eeeffffffllluuueeennntttooofffrrraaawww llleeeaaaccchhhaaattteee...

Table8에 원침출수의 공정별 수질변화를 나타내었다.
COD변화는 원침출수 농도 1,994mg/l이 RMS 처리후 1,800mg/l,1차 RO후 20
mg/l2차 RO후 <5mg/l이하로 나타나 99.99%의 제거율을 보였다.Polishing공정
후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전기전도도는 원침출수 25,000㎲/㎝이
RMS후24,900㎲/㎝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1차 RO 후 5,000㎲/㎝이하,2차
RO후 1,300㎲/㎝이하로 나타나 약 95%의 제거율을 보였다.Polishing 공정 후
0.065㎲/㎝ 이하로 나타나 재이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Polishing공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재이용수로 사용시 악취를 발생하는 NH3-N(mg/l)의 농도변
화는 원침출수 2,013mg/l에서 RMS후 1,700mg/l,1차 RO후 13.5mg/l,2차 RO
후 4.2mg/l이며,Polishing공정 후에는 N/A로 나타나 이취가 발생하지 않았다.
침출수처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Polishing공정을 거친 후의 수질은 조경용수 및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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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용수 등으로 재이용 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장에 운전기간동안 각 항목별 수질변화특성을 나타내었다.

Process
Items Raw water RMS 1stRO 2ndRO Polishing

pH 8.2 8.2 8.0 7.6 N/A

COD
(mg/l) 1,994 1,800 20 <5 N/A

Conductivity
(㎲/㎝) 25,000 24,900 <5,000 <1,300 <0.065

NH3-N
(mg/l) 2,013 1,700 13.5 4.2 N/A

Na
(mg/l) 3,000 3,000 600 5.3 N/A

Cl
(mg/l) 4,060 4,060 4,060 11.7 N/A

TTTaaabbbllleee999...WWWaaattteeerrrqqquuuaaallliiitttyyyooofffeeeaaaccchhhppprrroooccceeess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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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처처처리리리수수수의의의 수수수질질질 특특특성성성
(((111)))pppHHH

Fig.42(a),(b)에서 알 수 있듯이 생물학적 처리수나 원침출수 공히 유입수의
pH가 8.0정도에서 생물학적 처리수의 투과수는 pH가 6.5전후이나 원침출수의 투
과수는 7.0부근으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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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유유유기기기물물물
Fig.43(a),(b)은 생물학적 처리수 및 원침출수를 최총 처리하였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생물학적 처리수의 농도는 10mg/l전후이며 약 55일 동안의 처리
후의 BOD농도는 0.1mg/l이하를 나타내어 99.9%이상의 제거율을 보이고 있다.또
한 원침출수의 경우 유입농도는 약 250mg/l로써 생물학적 처리수에서와 마찬가지
로 99.9% 이상의 BOD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
Fig.44(a),(b)은 COD의 처리결과를 나타낸 것이다.생물학적 처리수의 COD농
도는 500mg/l전후를 나타내고 있으나 처리수는 평균 15mg/l로서 99%의 처리효
율을 나타내었다.원침출수의 경우 유입수의 COD 농도는 약 2,000mg/l로서 처리
수의 평균 COD농도는 160mg/l로써 약 92% 정도의 처리효율을 보였다.
BOD 및 COD가 제거되는 현상을 분리막 자체의 세공크기에 의한 체제거효과와
분리막 세공이나 분리막 표면에 COD성분이 흡착되어 제거되고,분리막 표면에 쌓
인 2차막 즉 cake층에 유기물 성분이 흡착되어 제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강 등64)은 분리막을 사용하여 Y군의 침출수를 처리한 결과 BOD 99%이상,COD
95%이상의 처리효율을 나타낸 바 있으며,이 등65)역시 부산시 S매립장의 침출수
의 생물학적처리수를 RO시스템으로 처리한 결과 BOD 99.4%의 처리효율을 나타낸
바 있다.
이와 같이 BOD인 경우에는 생물학적 처리수와 원침출수 모두 99.9%이상의 제거
율을 보였으나,COD인 경우에는 원침출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처리효율이 높아도
처리수 COD농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을 사용하여 원침출수 COD는 규제치 이하로 처리하는데는 다
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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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질질질소소소제제제거거거
Fig45(a),(b)는 생물학적처리수 및 원침출수의 NH3-N 제거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생물학적처리수의 NH3-N 농도는 3～3.5 mg/l이며 본 시스템에서 처리수
NH3-N 농도는 0.05mg/l이하로 99%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원침출수의 경우를
보면 유입수의 NH3-N 농도는 1600mg/l로 매우 높은 편이나 마찬가지로 본 시스
템을 통과한 후에는 NH3-N 농도가 20mg/l이하로 역시 99%이상의 양호한 제거효
율을 보였다.이65)도 매립장 침출수를 대상으로 막처리한 결과 NH3-N의 경우
98.7%의 제거효율을 나타낸바 있다.
Fig.46(a),(b)는 생물학적 처리수 및 원침출수의 NO3-N제거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생물학적처리수의 NO3-N의 평균 농도는 150㎎/l이며 처리수 NO3-N 농도는
평균 1.5mg/l이하로서 99%이상의 제거효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원침출수의 경우
에는 유입수의 NO3-N 농도는 350mg/l전후이고 처리수의 NO3-N 농도는 3.5
mg/l이하로 99%이상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Fig.47(a),(b)는 생물학적처리수 및 원침출수의 T-N제거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생물학적처리수 및 원침출수의 NH3-N 평균 농도는 각각 140mg/l과 2,275
mg/l이며 본 처리시스템 통과 후의 NH3-N의 평균 농도는 각각 5.6mg/l과 45
mg/l이하로써 96～98%이상의 제거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이상과 같이 생물학적처
리수를 본 시스템에 적용하면 10mg/l이하 T-N 제거효율을 얻을 수 있으나 원침
출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침출수의 T-N 농도가 높기 때문에 다소 높은
처리수 T-N 농도를 나타내었다.따라서 본 시스템을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원침출수를 대상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T-N 농도를 낮춘 후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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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TTT---PPP
Fig.48(a),(b)에는 생물학적처리수 및 원침출수의 T-P제거 변화를 나타내었다.
생물학적처리수의 T-P농도는 6.5～7.5mg/l이며,원침출수의 T-P농도는 14～26mg/l
로써 다른 수질항목보다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이들의 처리수는 0.15mg/l이
하로써 98%이상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역삼투막을 이용하면 생물학적처리에도
제거되지 않는 T-P를 매우 낮은 농도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辻49)은 MF
막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T-P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나 MF와 RO막을 조합한
장치에서 생활계 하수를 처리한 결과 T-P인 경우 100% 가까운 제거효율을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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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SSSSSS
Fig.49(a),(b)는 생물학적처리수 및 원침출수의 SS제거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생물학적처리수의 평균 SS농도는 110mg/l이고 막을 통과한 처리수 SS는 거의 검
출이 되지 않았다.마찬가지로 원침출수의 경우 SS는 38～60mg/l의 농도 범위였
으나 처리수에는 SS1mg/l정도 밖에 검출되지 않았다.이는 Fig.27에서 알 수 있
듯이 생물학적처리수 및 원침출수의 입도 분포가 0.15～20㎛로써 충분히 한외여과
막에 의해 여과되는 것이 입자이기 때문에 SS농도 범위에서는 본 시스템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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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444999...VVVaaarrriiiaaatttiiiooonnn ooofffSSSSSS rrreeemmmooovvvaaalllfffooorrrbbbiiiooolllooogggiiicccaaallltttrrreeeaaatttmmmeeennnttt(((aaa)))

aaannndddrrraaawww llleeeaaaccchhhaaattteee(((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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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TTTDDDSSS
Fig.50(a),(b)는 생물학적처리수 및 원침출수의 TDS제거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생물학적처리수의 TDS농도는 18,540～22,300mg/l이며 막통과 후의 TDS농
도는 927～1,115mg/l로 약 95% 정도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한편 원침출수의
TDS농도는 21,100～26,580mg/l이고,막 통과후의 TDS농도는 1,055～1,330mg/l
로써 마찬가지로 약 95%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이72)등은 한외여과 중공사형
막모듈에 생물막법의 처리수를 적용한 결과 TDS는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또한 이73)등 역시 아크릴폐수를 한외여과막에 적용하였을 때
에는 94% 이상의 제거효율을 나타낸바 있다.따라서 본 실험에서 침출수의 TDS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본 시스템에서 구축한 바와 같이 한외여과막 뿐만 아니라 역삼
투막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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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555000...VVVaaarrriiiaaatttiiiooonnnooofffTTTDDDSSSrrreeemmmooovvvaaalllfffooorrrbbbiiiooolllooogggiiicccaaallltttrrreeeaaatttmmmeeennnttt(((aaa)))

aaannndddrrraaawww llleeeaaaccchhhaaattteee(((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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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CCChhhlllooorrriiidddeee
Fig.51(a),(b)에서 알 수 있듯이 생물학적 처리수나 원침출수 공히 유입수의
염소이온농도가 4,000∼5,000mg/l으로 역삼투막분리를 투과한 수질의 염소이온이
98%이상의 제거율을 나타냄을 알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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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555111...VVVaaarrriiiaaatttiiiooonnnooofffCCChhhlllooorrriiidddeeerrreeemmmooovvvaaalllfffooorrrbbbiiiooolllooogggiiicccaaalll

tttrrreeeaaatttmmmeeennnttt(((aaa)))aaannndddrrraaawww llleeeaaaccchhhaaattteee(((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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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처처처리리리공공공정정정의의의 물물물질질질수수수지지지
전처리공정,RO막 공정 및 폴리싱공정의 3단계공정을 통해 침출수를 처리한 공
정별 물질수지와 수질을 종합하여 Fig.52에 나타내었다.유량은 300㎥/day를 기
준으로 처리시 물질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처리결과 수질은 모든 항목이 수도권 매립지의 목표요구 수질을 크게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SS의 농도는 최종처리수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 매립지의 목표수질인 15
mg/l를 크게 만족하였으며,매립지의 목표수질과 최종처리수를 각각 비교하면
T-N은 30mg/l과 20mg/l이하,후처리공정인 막접촉기를 통과하면서 NH3-N 5
mg/l와 0.5～2.0mg/l이었다.
T-P의 농도는 목표수질인 5mg/l보다 80%가 낮은 1mg/l로 나타났고,Cl-의
농도는 250mg/l가 목표수질이지만 최종처리수가 40mg/l로 매우 낮아 침출수처
리시 막분리에 의한 처리공정이 우수함을 볼 수 있었다.처리수의 수질은 매립지의
목표수질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재이용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질로 TDS는 매
립지의 목표수질인 2,000mg/l의 10%에 해당하는 200mg/l이하로 처리되었으며,
이취의 원인이 되는 NH3-N는 2차 RO막을 통과한 수질이 후처리공정인 막접촉기
를 거치며 52～97%의 제거효율을 보여 조경수나 세륜 등의 재이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을 보였다.

FFFiiiggg...555222...FFFlllooowww ccchhhaaarrrtttooofffllleeeaaaccchhhaaattteeerrreeecccyyycccllliiinnngggsssyyysssttteee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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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RRROOO막막막의의의 오오오염염염도도도 조조조사사사

111...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지지지표표표지지지수수수(((SSSDDDIII:::SSSiiillltttDDDeeennnsssiiitttyyyIIInnndddeeexxx)))
HH질에 의한 오염재(fouling control),콜로이드(colloid),박테리아(bacteria) 및
clay등이 RO막에 영향을 주어 생산량과 염제거율에 영향을 주므로 SDI를 5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0.45㎛ 여과지로 원침출수에 대하여 전처리장치에 따라 막 오염
지표지수인 SDI를 측정한 결과 원침출수나 생물학적처리수를 직접 역삼투막분리로
적용을 할 경우 수분내에 막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됨을 알 수가 있었으며 전처리
공정을 모래여과기와 5.0㎛ 정밀여과기로 통과한 후 SDI를 측정하여도 Fig.53에
서 보는바와 같이 측정이 곤란할 정도로 오염이 심하였으나 전처리공정을 회전막
분리를 통과한 후 수질은 막의 오염도 전혀 없었고 SDI도 거의 “O"으로 측정되어
전처리공정은 RMS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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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4.1

FFFiiiggg...555333...RRReeesssuuullltttsssooofffsssiiillltttdddeeennnsssiiitttyyyiiinnndddeee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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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오오오염염염성성성분분분 실실실험험험(((AAAuuutttooopppsssyyy)))

aaa)))무무무기기기물물물질질질 오오오염염염
원침출수를 2개월간 24시간 운휴 없이 운전한 1차 역삼투막모듈에 대하여
Autopsy을 의뢰하여 EDS로 분석한 결과 칼슘등 무기물질에 의하여 막의 표면이
오염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Element Weight % Atomic % 

Na K 5.71 9.59

Mg K 7.86 12.49

Si K 1.23 1.70

Cl K 3.22 3.51

K K 1.80 1.78

Ca K 66.53 64.12

Fe K 4.12 2.85

Nb L 9.53 3.96

Totals 100.00

TTTaaabbbllleee111111...CCCaaaCCCOOO333///IIIrrrooonnn///MMMeeetttaaalllsssiiillliiicccaaattteeesssfffooouuulllaaannnttt

FFFiiiggg...555444...EEEDDDSSS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iiinnnooorrrgggaaannniiicccmmmaaatttttteeerrr
fffooouuullleeedddmmmeeemmmbbbrrraaannneeesssuuurrrfffaaaccc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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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유유유기기기물물물질질질(((미미미생생생물물물)))오오오염염염
생물학적 처리수를 2개월간 24시간 계속하여 운전한 1차 역삼투막모듈에 대하여
EDS로 분석한 결과,원침출수처리에 의한 막오염성분과는 달리 Ca에 의한 오염보
다 S성분이 막의 표면에서 다량 검출됨을 볼 수 있었다.

Element Weight% Atomic%
MgK 2.65 3.79
AlK 1.28 1.65
SiK 3.46 4.29
SK 55.07 59.80
ClK 5.90 5.79
CaK 26.97 23.43
ZnK 0.74 -0.39
InL 5.40 1.64
Totals 100.00

TTTaaabbbllleee111222...EEEllleeemmmeeennntttcccooommmpppooonnneeennntttsssooofffbbbiiiooofffooouuullliiinnngggmmmeeemmmbbbrrraaannneeesssuuurrrfffaaaccceee

             

          

FFFiiiggg...555555...EEEDDDSSS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ooorrrgggaaannniiicccmmmaaatttttteeerrr
fffooouuullleeedddmmmeeemmmbbbrrraaannneeesssuuurrrfffaaaccc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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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막막막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세세세정정정후후후 막막막표표표면면면 성성성분분분 분분분석석석
무기물질에 오염된 막은 붕불산나트륨과 구연산등으로 화학세정을 하였으며 유
기물질에 오염된 막모듈은 EDTA,삼인산나트륨 및 NaOH 등을 혼합하여 화학세
정을 실시하였다.
아래 그림은 무기오염물질에 오염된 막모듈을 화학세정한 이후의 성분 분석이다.
washingstep에서는 NaOH와 citricacid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66)하였다.
1.NaOH를 이용한 cleaning은 NaOH 농도는 무게 %로 5%정도 첨가하였으며,
이때 수온은 40℃에서 처리하였다.이 상태로 계속 circulation시켜서 1시간 정도
운전하였으며,1시간 후의 수온은 50℃가량 되었다.그후 세척용액은 drain시키고
다시 상수로 Rinse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한 후 permeateflow 약 4000l/hr정도 되었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2.둘째로 citricacid로 cleaning을 하였다.농도는 NaOH와 마찬가지로 5%정도
첨가해서 이것도 수온 40℃정도에서 circulation시킨 후 1시간 정도 운전하였다.그
후 세척제는 drain시키고 다시 상수로 Rinse과정을 거쳤다.그러나 처음에만 약간
permeateflow의 수치가 상승하였고 별로 진전이 없었다.
3.셋째로 중성세제로 cleaning하였고 이후 방법은 1,2의 방법과 같이 하였다.

Element Weight% Atomic%
NaK 2.82 4.11
MgK 2.40 3.31
SK 66.27 69.64
CaK 226.12 21.89
RbL 1.90 0.75
Totals 100.00

TTTaaabbbllleee111333...EEEllleeemmmeeennntttssscccooommmpppooonnneeennntttsssooofffaaafffttteeerrrcccllleeeaaannniiinnngggwwwiiittthhhdddeeettteeerrrgggeeennn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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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555666...EEEDDDSSS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mmmeeemmmbbbrrraaannneeesssuuurrrfffaaaccceeeaaafffttteeerrr
cccllleeeaaannniiinnngggwwwiiittthhhccchhheeemmmiiicccaaalll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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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전전전처처처리리리에에에 따따따른른른 RRROOO막막막의의의 오오오염염염 상상상태태태
전처리에 따라 RO 막의 오염도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Fig.57과 58에 나타내었
다.전처리로 회전막분리(RMS)을 적용하여 처리한 RO막은 No-Chemical/No-Cleaning
으로 4개월 운전 후에도 막 상태가 매우 양호하였다.그러나 전처리를 여재에 의한
다층여과기를 설치한 후 실험한 결과 1차 RO막모듈이 심하게 오염되고 파손이 된
것을 볼 수 있었다.따라서 RO막을 사용하여 매립장의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는 전처리로서 다층여과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회전막분리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nd RO                        1st RO 

FFFiiiggg...555777...RRROOOmmmeeemmmbbbrrraaannneeecccooonnndddiiitttiiiooonnnaaafffttteeerrrbbbeeeiiinnnggguuussseeedddRRRMMMSSS...

FFFiiiggg...555888...RRROOOmmmeeemmmbbbrrraaannneeecccooonnndddiiitttiiiooonnnaaafffttteeerrrbbbeeeiiinnnggguuussseeeddd
MMMMMM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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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농농농축축축수수수 처처처리리리방방방안안안
나노여과나 역삼투막 공정에서 방출되는 농축수에는 염류와 유기물이 다량 함유
되어 있어 특별한 처리 방법을 필요로 한다.전처리공정에서 사용된 다층여과기의 역
세폐수,회전막분리의 농축수 및 1차 역삼투막분리에서 발생되는 농축수는 기존의
침출수처리시설로 이송을 하여 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하였으
나,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처럼 침출수를 역삼투막분리기술로 처리시 발생되는 농축
수를 직접 매립지로 이송 주입하는 방식을 검토67～71)하였다.
이외에도 하수관 방류(SewerDischarge),해양투기(Ocean Outfall),지표면 살포
(LandSpreading),증발법(Vaporation)등이 있으나 매립지로 이송 주입하는 방식
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검토 결과 Fig.59와 같은 처리방안을
제안 할 수 있고,매립지로 농축수를 반송 할 시에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농
도에 대한 물질수지는 Fig.60과 같다.

회회회회 전전전전 막막막막 분분분분 리리리리
(RMS)(RMS)(RMS)(RMS)

집집집집 수수수수 조조조조

1st RO Unit1st RO Unit1st RO Unit1st RO Unit

2nd RO Unit2nd RO Unit2nd RO Unit2nd RO Unit

투투투투 과과과과 수수수수 조조조조

폴리싱폴리싱폴리싱폴리싱 ((((후처리후처리후처리후처리))))

세륜세륜세륜세륜....세차세차세차세차 /  /  /  /  조경수조경수조경수조경수

1차 침출수 포집조

발전용수용발전용수용발전용수용발전용수용 수질수질수질수질

2차 침출수 포집조
혼합혼합혼합혼합 원침출수조원침출수조원침출수조원침출수조

기존기존기존기존 침춧수침춧수침춧수침춧수
처리시설처리시설처리시설처리시설

(1(1(1(1차차차차 및및및및 2222차차차차 처리장처리장처리장처리장))))

제 2차 매립장

제 1차 매립장

농축원침출수농축원침출수농축원침출수농축원침출수

2222차차차차 RO RO RO RO 농축수농축수농축수농축수

반송반송반송반송
1000㎥

/d

농축농축농축농축 원침출수원침출수원침출수원침출수 포집조포집조포집조포집조

300 300 300 300 ㎥㎥㎥㎥/d/d/d/d

회회회회 전전전전 막막막막 분분분분 리리리리
(RMS)(RMS)(RMS)(RMS)

집집집집 수수수수 조조조조

1st RO Unit1st RO Unit1st RO Unit1st RO Unit

2nd RO Unit2nd RO Unit2nd RO Unit2nd RO Unit

투투투투 과과과과 수수수수 조조조조

폴리싱폴리싱폴리싱폴리싱 ((((후처리후처리후처리후처리))))

세륜세륜세륜세륜....세차세차세차세차 /  /  /  /  조경수조경수조경수조경수

1차 침출수 포집조

발전용수용발전용수용발전용수용발전용수용 수질수질수질수질

2차 침출수 포집조
혼합혼합혼합혼합 원침출수조원침출수조원침출수조원침출수조

기존기존기존기존 침춧수침춧수침춧수침춧수
처리시설처리시설처리시설처리시설

(1(1(1(1차차차차 및및및및 2222차차차차 처리장처리장처리장처리장))))

제 2차 매립장

제 1차 매립장

농축원침출수농축원침출수농축원침출수농축원침출수

2222차차차차 RO RO RO RO 농축수농축수농축수농축수

반송반송반송반송
1000㎥

/d

농축농축농축농축 원침출수원침출수원침출수원침출수 포집조포집조포집조포집조

300 300 300 300 ㎥㎥㎥㎥/d/d/d/d

FFFiiiggg...555999...FFFlllooowww dddiiiaaagggrrraaammm ooofff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sssooollluuutttiiiooonnntttrrreeeaaatttmmmeeennn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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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000㎥/d의 침출수를 막분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하면 약 700㎥/d의 처리
수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 얻어진 처리수를 조경,세륜 세차 및 발전용수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농축수 300㎥/d은 다시 제 2차 매립장으로 되돌려 살포하도
록 되어 있다.
막분리장치에서 회수된 농축수를 BOD는 780mg/l,SS가 200mg/l,및 NH3-N

이 6,500mg/l이며,제 2차 매립장의 침출수와 혼합 되었을때의 침출수의 수질은
BOD가 6,670mg/l,CODCr이 9,540mg/l,SS가 425mg/l및 NH3-N이 2,200mg/l
로 제2차 매립장의 침출수의 수질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제제제1,21,21,21,2침출수침출수침출수침출수
++++농축수농축수농축수농축수

침출수재이용시설
(Leachate recycling System)

Recycled water
700m3/D

• 조경조경조경조경

• 세륜세륜세륜세륜, , , , 세차세차세차세차

• 발전용수발전용수발전용수발전용수

ConcentrateConcentrateConcentrateConcentrate WaterWaterWater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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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침출수침출수침출수침출수++++농축수농축수농축수농축수

혼합혼합혼합혼합원침출수원침출수원침출수원침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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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21,21,21,2침출수침출수침출수침출수
++++농축수농축수농축수농축수

침출수재이용시설
(Leachate recycling System)

Recycled water
700m3/D

• 조경조경조경조경

• 세륜세륜세륜세륜, , , , 세차세차세차세차

• 발전용수발전용수발전용수발전용수

ConcentrateConcentrateConcentrateConcentrate WaterWaterWater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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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침출수침출수침출수침출수++++농축수농축수농축수농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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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처처처리리리공공공정정정의의의 설설설계계계기기기준준준 제제제안안안
실험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처리시 RO막의 설계기준을 제안
하였으며,공정에 유입되는 유입원수는 생물학적처리수와 원침출수로 나누어 설계
하였다.
111...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처처처리리리수수수
유입수를 생물학적 처리수를 대상으로 할 때 TDS농도는 18,000mg/l로 하였고
유입원수의 온도는 30℃를 기준으로 하였다.

aaa)))설설설계계계조조조건건건
(((111)))111차차차 RRROOO

유입유량은 300㎥/d이고,회수율을 68.6%로 설계할 경우 1차 RO처리유량은 206
㎥/d이다.
RO막의 회수율(Recovery Ratio)은 1단과 2단 배열 모두 53%,TDS 제거율
(RejectionRatio)은 98～99%가 되도록 설계조건으로 하였다.
RO막의 element의 재질은 TFC를 사용하고,모듈의 크기는 40″×8″로 수량은
12개로 1단과 2단 각각 6개의 모듈을 배열하였다.RO막은 SpiralWound의 형태를
선택하였다.
모듈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2 3 4 5 6 1 2 3 4 5 61 2 3 4 5 61 2 3 4 5 6 1 2 3 4 5 61 2 3 4 5 6

(((111ssstttAAArrrrrraaayyy))) (((222nnndddAAArrrrrraaa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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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차차차 RRROOO
유입유량은 262.7㎥/d이고,회수율을 53%로 설계할 경우 처리유량은 139.2㎥
/d이다.2차 RO막의 제거율(RejectionRatio)은 97%로 계획하였다.
2차 RO막의 구성사양은 재질은 TFC,모듈의 크기는 40″×8″로 수량은 6개로
1단 6개의 모듈을 배열하였다.RO막은 SpiralWound의 형태를 선택하였다.
2차 RO막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1 2 3 4 5 61 2 3 4 5 61 2 3 4 5 6

b)적적적용용용식식식

(1) 농농농축축축수수수 계계계산산산

농축수계산을 위한 적용식은 다음과 같다

Cfc= 1- ………………………………………………………… ①

여기서 ; Cfc=유입수 농축농도 (mg/l)
Rec=RecoveryRate(%)/100
Cf= 유입수 농도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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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처처리리리수수수 계계계산산산

처리수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Cp=Cf×(1-Rej)………………………………………………………… ②
여기서 ; Cp=처리수 농도 (mg/l)

Rej=RejectionRate(%)/100
Cf=유입수 농도 (mg/l)

(3)농농농축축축수수수 유유유량량량

농축수 유량을 계산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Qc=Qf×(1-Rec)………………………………………………………… ③
여기서 ; Qc=농축수 유량 (㎥/d)

Rec=RecoveryRate(%)/100
Qf=유입수 유량 (㎥/d)

(4)처처처리리리수수수 유유유량량량

처리수 유량을 계산하기 위한 다음 식을 사용하였다.

Qp=Qf×Rec…………………………………………………………… ④
orQp=Qf-Qc

여기서 ; Qc=농축수 유량 (㎥/d)
Rec=RecoveryRate(%)/100
Qf=유입수 유량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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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설설설계계계계계계산산산
(((111))) 공공공정정정도도도 및및및 물물물질질질수수수지지지

본 연구실험결과를 토대로 생물학적 처리수를 유입하는 개선된 RO막의 처리공정
을 Fig.61과 같이 설계하였으며,Table14에 물질수지를 나타내었다.

⑮
⑬

②

⑤

④

③

⑭

①

⑫

⑪⑩

⑨

⑧⑦

⑥

16

1st RO

2nd RO

Concentrate
water 

Permeated
W ater 

⑮
⑬

②

⑤

④

③

⑭

①

⑫

⑪⑩

⑨

⑧⑦

⑥

16

1st RO

2nd RO

Concentrate
water 

Permeated
W ater 

FFFiiiggg...666111...FFFlllooowww CCChhhaaarrrtttfffooorrrMMMaaassssssbbbaaalllaaannnccceeeooofffppprrrooopppooosssaaalll
RRROOOmmmeeemmmbbbrrraaannneeesssyyysssttteeemmm...

Flui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Q
(㎥/d) 300 255 120 135 45 165 133.7 62.8
C
(㎎/l) 28,000 28,000 59,574 560 28,000 50,982 50,982 108,472
Fluid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Q
(㎥/d) 70.9 31.3 94.1 262.7 123 139.2 177 56.8
C
(㎎/l) 1,020 50,982 89,349 19,981 42,300 1,269 18,000 89,345

TTTaaabbbllleee111444...MMMaaassssssbbbaaalllaaannnccceeeooofffppprrrooopppooosssaaalllRRROOOmmmeeemmmbbbrrraaannneeesssyyysssttteee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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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계계계산산산
-(1)번 :실제 유입농도와 유량은 각각

C1->28,000mg/l이고
Q1->300㎥/d이다,

유입되는 생물학적 처리수의 TDS농도는 18,000mg/l이다.
-(2)번 :고압펌프를 통하여 1stRO의 1stArray로 들어가는 유입수의

C2->28,000mg/l이고,
Q2->255㎥/d이다.

고압펌프를 통하여 1stRO의 1stArray로 들어가는 유입수의 유량은255㎥/d이
고 농도는 28,000mg/l이다.

-(3)번 :1stRO의 1stArray를 통과한 농축수는
C3->C2/(1-Rec)=28,000/(1-0.53)=59,574mg/l이고,
Q3->Q2×(1-Rec)=255×(1-0.53)=120㎥/d이다.

1stRO의 1stArray를 통과한 농축수의 유량은 120㎥/d이고 농도는 59,574
mg/l이다.

-(4)번 :1stRO의 1stArray에서 나오는 처리수의
C4->C2×(1-Rej)=28,000×(1-0.98)=560mg/l이고,
Q4->Q2×Rec=255×0.53=135㎥/d이다.

1stRO의 1stArray에서 나오는 처리수의 유량은 135㎥/d이고 농도는 560mg/l
이다.

-(5)번 :1stRO의 1stArray에서 2ndArray로 유입되는 농축수의
C5->28,000mg/l이고,
Q5->45㎥/d이다.

1stRO의 1stArray에서 2ndArray로 유입되는 농축수의 유량은45㎥/d이고 농
도는

-(6)번 :1stRO의 2ndArray로 들어가는 농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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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3× 3+ 5× 5
3+ 5

= 120×59,574+45×28,000
120+45

=50,982mg/l이며,
Q6->Q3+Q5=120+45=165㎥/d이다.

-(7)번 :고압펌프를 통하여 1stRO의 2ndArray로 들어가는 농축수
C7->50,982mg/l이고,
Q7->=133.7㎥/d이다.

-(8)번 :1stRO의 2ndArray를 통과한 농축수
C8->C7/(1-Rec)=50,982/(1-0.53)=108,472mg/l이고
Q8->Q7×(1-Rec)=133.7×(1-0.53)=62.8㎥/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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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1stRO의 2ndArray를 통과한 처리수
C9->C7×(1-Rej)=50,982×(1-0.98)=1,020mg/l이고,
Q9->Q7×Rec=133.7×0.53=70.9㎥/d이다.

-(10)번 :1stRO의 2ndArray로 Recirculation되는 농축수
C10->50,982mg/l이고,
Q10->31.3㎥/d이다.

-(11)번 :1stRO를 통과하여 배출되는 농축수의

C11-> 8× 8+ 10× 10
8+ 10

= 62.8×108,472 + 31.3×50,982
62.8 + 31.3

=89,349mg/l이고,
Q11->Q8+Q10=62.8+31.3=94.1㎥/d이다.

-(12)번 :1stRO를 통과한 처리수의

C12-> 4× 4+ 9× 9+ 16× 16
4+ 9+ 16

=

135×560+ 70.9×1,020+56.8×89,345
135 + 70.9+ 56.8 = 19,981mg/l이고,

Q12->Q4+Q9+Q16=135+70.9+56.8=262.7㎥/d이다.
-(13)번 :2ndRO를 통과한 농축수

C13->C12/(1-Rec)=19,981/(1-0.53)=42,300mg/l이고,,
Q13->Q12×(1-Rec)=262.7×(1-0.53)=123㎥/d이다.

-(14)번 :2ndRO를 통과한 처리수의
C14->C12×(1-Rej)=19,981×(1-0.97)=1,269mg/l이고,
Q14->Q12×Rec=262.7×0.53=139.2㎥/d이다.

-(15)번 :ROSystem으로 들어가는 전처리수의
C15->18,000mg/l이고,
Q15->177㎥/d이다.

-(16)번 :1stRO에서 2ndRO로 들어가는 농축수의
C16->89,345mg/l
Q16->56.8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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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원원원침침침출출출수수수
유입수질은 원침출수로 TDS27,000mg/l,유입수의 온도는 20℃를 기준으로 계
획하였으며 이는 pilottest자료를 근거로 하였다.1차 RO막과 2차 RO막의 설계조
건은 아래와 같다.

aaa)))설설설계계계조조조건건건
(((111)))111차차차 RRROOO

1차 RO막의 회수율을 80%로 계획하여 유입수량 1일 125㎥에 대하여 97㎥/d의
처리수량을 발생하도록 하였다.
1차 RO막의 회수율(RecoveryRatio,Rec)은 1단과 2단 배열 모두 56%,제거율
(RejectionRatio,Rej)은 85～99%로 계획하였다.
1차 RO막의 구성사양은 재질 TFC를 사용하고, 모듈의 크기는 40″×8″로 수
량은 12개로 1단과 2단 각각 6개의 모듈을 배열하였다.RO막은 SpiralWound의
형태를 선택하였다.
모듈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2 3 4 5 6 1 2 3 4 5 6

(1stArray) (2nd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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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차차차 RRROOO
2차 RO막의 회수율을 70%로 정하였다.유입수량 1일 97㎥에 대하여 회수율을
70%로 설계할 경우 68㎥/d의 처리수량이 발생한다.
2차 RO막의 회수율(RecoveryRatio,Rec)은 1단과 2단 배열 각각 50%와 40%로
설계하였으며,제거율(RejectionRatio,Rej)은 85～99%로 계획하였다.
2차 RO막의 구성사양은 재질 TFC를 사용하고,모듈의 크기는 40″×8″로 수량
은 12개로 1단과 2단 각각 6개의 모듈을 배열하였다.RO막은 SpiralWound의 형
태를 선택하였다.
모듈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2 3 4 5 6 1 2 3 4 5 6

(1stArray) (2nd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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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설설설계계계계계계산산산
(((111))) 공공공정정정도도도 및및및 물물물질질질수수수지지지

본 연구실험결과를 토대로 원침출수를 유입하는 개선된 RO막의 처리공정을 Fig.
62와 같이 설계하였으며,Table15에 물질수지를 나타내었다.

⑮ ⑬

②

⑤

④

③

⑭

①

⑫

⑪⑩

⑨

⑧⑦

⑥

1st RO

2nd RO

Concentrate
W ater 

Perm eated
W ater 

Leachate

Retruned

FFFiiiggg...666222...FFFlllooowww CCChhhaaarrrtttoooffffffooorrrMMMaaassssssbbbaaalllaaannnccceeeooofffppprrrooopppooosssddd
RRROOOmmmeeemmmbbbrrraaannneeesssyyysssttteeemmm...

Flui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Q
(㎥/d) 300 268.8 118.3 150.5 31.2 149.5 149.5 65.8

C(㎎/l)23,300 23,300 49,692 2,563 23,300 39,808 39,808 84,900

Fluid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Q
(㎥/d) 83.7 0 65.8 234.2 70.3 164 230 -

C(㎎/l) 4,379 84,900 84,900 3,212 9,582 482 27,000 -

Table15.MassbalanceofproposeROmembran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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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계계계산산산과과과정정정
-(1)번 : 실제 유입유량은

C1->23,300mg/l이고,
Q1->300㎥/d이다.

-(2)번 :고압펌프를 통하여 1stRO의 1stArray로 들어가는 유입수의
C2->23,300mg/l이고,,
Q2->268.8㎥/d이다.

-(3)번 :1stRO의 1stArray를 통과한 농축수의
C3->(C2-Rec*C4)/(1-Rec)

=(23,300-0.56*2,563)/(1-0.56)=49,692mg/l이고,
Q3->Q2×(1-Rec)=268.8×(1-0.56)=118.3㎥/d이다.

-(4)번 :1stRO의 1stArray에서 나오는 처리수
C4->C2×(1-Rej)=23,300×(1-0.89)=2,563mg/l이고,
Q4->Q2×Rec=268.8×0.56=150.5㎥/d이다.

-(5)번 :1stRO의 1stArray에서 2ndArray로 유입되는 농축수의
☞ C5->23,300mg/l이고,
Q5->31.2㎥/d이다.

-(6)번 :1stRO의 2ndArray로 들어가는 농축수의

☞ C6-> 3× 3+ 5× 5
3+ 5

= 118.3×49,692 + 31.2×23,300
118.3 + 31.2

=39,808mg/l이고,
Q6->Q3+Q5=118.3+31.2=149.5㎥/d이다.

-(7)번 :고압펌프를 통하여 1stRO의 2ndArray로 들어가는 농축수의
☞ C7->39,808mg/l이고,
Q7->149.5㎥/d이다.

-(8)번 :1stRO의 2ndArray를 통과한 농축수의
☞ C8->(C7-Rec*C9)/(1-Rec)

=(39,808-0.56*4,379)/(1-0.56)=84,900mg/l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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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Q7×(1-Rec)=149.5×(1-0.56)=65.8㎥/d이다.
-(9)번 :1stRO의 2ndArray를 통과한 처리수의
☞ C9->C7×(1-Rej)=39,808×(1-0.89)=4,379mg/l이고,
Q9->Q7×Rec=149.5×0.56=83.7㎥/d이다.

-(10)번 :1stRO의 2ndArray로 Recirculation되는 농축수의
☞ C10->84,900mg/l이고,
Q10->0㎥/d이다.

-(11)번 :1stRO를 통과하여 배출되는 농축수의

☞ C11-> 8× 8+ 10× 10
8+ 10

= 65.8×84,900 + 0×84,900
65.8 + 0

=84,900mg/l이고,
Q11->Q8+Q10=65.8+0=65.8㎥/d이다.

-(12)번 :1stRO를 통과한 처리수의

☞ C12-> 4× 4+ 9× 9
4+ 9

=

150.5×2,563+ 83.7×4,379
150.5 + 83.7 =3,212mg/l 이고,

Q12->Q4+Q9+Q16=150.5+83.7=234.2㎥/d이다.
-(13)번 :2ndRO를 통과한 농축수의
☞ C13->(C12-Rec*C14)/(1-Rec)

=(3,212-0.7*482)/(1-0.7)=9,582mg/l이고,
Q13->Q12×(1-Rec)=234.2×(1-0.7)=70.3㎥/d이다.

-(14)번 :2ndRO를 통과한 처리수의
☞ C14->C12×(1-Rej)=3,212×(1-0.85)=482mg/l이고,
Q14->Q12×Rec=234.2×0.7=164㎥/d이다.

-(15)번 :ROSystem으로 들어가는 전처리수의
☞ C15->27,000mg/l이고,
Q15->230㎥/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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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매립지의 침출수를 고도처리함과 동시에 방류수를 재이용하기 위하여 실험장치
를 설치하여 고농도 부유성 물질과 고농도 염분을 함유한 침출수에 대한 최적의
전처리막과 역삼투막을 선정하고 또한 침출수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검
토하여 처리수의 재이용 및 물질수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원침출수와 생물학적 처리수의 입도분석 결과 각각 평균 4.85㎛와 39.22㎛의
입경을 나타냈으며 생물학적 처리수가 RO공정에 미치는 부하가 적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2)전처리공정의 막으로는 PES재질의 UF막이 가장 적합하였으며,역삼투막으
로는 1차 RO막으로는 CP막을 2차 RO막으로는 X-20막을 선정하였다.

3)전처리시스템으로 회전막 분리장치 운전결과 생물학적처리수의 투과수 평균유
량 300～320L/h,농축수평균수량 200～220L/h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원침
출수의 처리수는 투과수 평균유량 260～300L/h,농축수평균수량 160～180L/h으
로 유지되었다.전처리를 침전조,모래여과조,정밀 여과조 등의 다층여과조를 사용
하였을 경우에는 잦은 화학적 세정이 필요하였다.

4)생물학적 처리수와 원침출수 대상으로 회전막을 전처리로 하였을 때 RO막 통
과 유량은 각각 80～90%와 80～85%이었다.

5)생물학적 처리수와 원침출수 대상으로 다층여과기를 전처리로 하였을 때 RO
막 통과후의 회수율을 각각 70～75%와 72～78%이었다.

6)본 시스템의 최종처리수의 수질은 처리결과 수질은 모든 항목이 수도권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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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목표요구 수질을 크게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최종처리수의 SS의 농도는 1mg/l,NH3-N 0.5～2.0mg/l,T-N 20mg/l이하,

T-P의 농도는 목표수질인 5mg/l보다 80%가 낮은 1mg/l로 나타났다.Cl-의 농도
는 40mg/l처리수의 수질은 매립지의 목표수질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재이용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질로 TDS는 매립지의 목표수질인 2,000mg/l의 10%에 해당
하는 200mg/l이하로 처리되었다.,

7)전처리 공정으로 회전막분리장치를 사용한 경우 막의 오염은 없었으며,SDI도
거의 0이었다.

8)본 시스템의 RO설계는 1차 RO의 회수율 40%,제거율 96% 와 2차 RO의 1단
회수율 40%,제거율 97% 2단 회수율 28%,제거율 97%의 설계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전막 분리장치와 역삼투막 시스템은 매립장 침
출수의 고도처리 뿐만 아니라 처리수의 재이용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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