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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文

I. 題目

塵業廣水 총의 重金屬 處理 技衛 開發애 판한 fiJ究.

D. 짧뾰의 目的 몇 重要性

훌훌境保훌훌륨 위해서 훌훌業廣水중에 含有되어 있는 重옳屬율 安숲하고

觀훌훌的요로 處理하기 위환 技衛융 關發하는 것온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이률 위혜 世界 最빼로 훌훌發되어 용흘業廢JJC중에 含有되어 었는 여러가지

重金屬을 한번에 處理할 수 있고， 2次的안 f중혔의 憂盧가 없으며， 톨格이

低顧환 도토리 산융 利用한 훌業훌훌JJC 중의 重옳屬 盧理공청의 실용화가

청의 실용화가 절실히 훌훌求됨다. 따라서， 本 흙뾰의 목쩍온 도토리 산

공청의 實用化를 위혜 미lot P뻐nt툴 建짧， 成功的으로 運轉하는떼 었다.

ill. 짧究의 內容 및 範團

上記 目的율 達成하기 위하여 다옴파 같윤 內容의 ￥R究툴

餐行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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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t: 150 맑JIll.

- 중화쩨 : NaOH

• 最適 pH의 決定

- 實훌훌 範團 : pH4-1 1.

- 重옳屬의 處理效짧에 따륜 最適 pH의 決定.

2. Pilot p:뻐nt 짧計 및 建꿇， 運轉

• Pilot P뻐nt 짧計

- 工程 짧計 : P & 10.

- 裝置 꿇計 : 반용조， 急速 교반조， 완속 교반조， 沈降構， 모래

여과기 둥.

• pi!α plant 運짧

- 定量 펌프 補正.

- 중화제 현갱 실험 (NaOH, lime).

- Salt 농도 변확 실험 : 30 - l(뼈 ppm.

- 챔강 현상 觀察 및 상둥액 농도 分析.

IV. 짧究結果 빛 活用에대한 建훌훌

1. 나b용calc 의 重金屬 I빼액 處理 휩究

• 處理對홍 魔水 組成 分析 結果 (Aid: 훌훌金 魔水)

pH : 1.5.

COD: 370 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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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 : 157 ppm.

뾰 : 6.0 ppm.

Cr : 140 ppm..

• 처 리 결파 cr o.S ppm, zn 0.4 ppm, Fe 0.1 ppm 으로 환청

보전법상얘 명시펀 방류수 수철 기준치 ( 앙 : 2 ppm, zn : S 야m，

Fe : 10 ppm ) 만족.

• 획척 pH 는 8.5 - 9.0 법위이므로 어 결과률 뀐lot Plant 훈전애 랙용.

2. Pilot P빼파 짧합 및 建設， 運轉

• Pilot plant 꿇計

- 쩨수 處理 容量 : 2.4 톤/일.

- P &. ID 確立.

- 배치도 作成.

i 裝置 엄훌훌 作成.

- 반용초， 急速 교반조， 완속 교반조， 沈降橋， 모래 여과기 풍

裝置 짧計 圖面 作成.

• 뀐lot plant 運轉

- 중화제인 가성소다， 소석회 단독 使用시 生成휠 floc 들의 F￥遭 現훌

보엄-

- 중확제로 가성소다 便用시 최소한의 沈降 現훌을 보이려면 뭘it 농

도가 30 ppm 이 되어야 하며 챔천죠 상둥쭈애 賣細 殘留 floc 이

없는 狀顧를 維持하려면 salt 흩度 2S0ppm 이 되어야 함.

- 소석회를 중화째로 使用시 가성소다 보다 천반척으로 챔전초 장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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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薦細 殘留 floc 이 많이 보임.

- NaOH, acomic acid • 60 ppm, salt • 1000 ppm 使用시 장풍액을

분석한 結果 COD III 123, Cr ... 0.08, Fe ... 0.05, zn ... 0.08 ppm 으

로 모두 방류수 훌定 기준치 構足-

- 본 pilot p:때nt 훈전 결과 重金屬 處理에 있어 實際 산업현장의 쳐려

수 보마 優秀 하였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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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홈t Title

A Study on the 1￥eatment of I뼈JStrial W:잃tewater Containing Heavy

Me홉Is

lL Object 뼈d Impoπanceofthe Pro용t

l1 is 앓앓ntial to tr않t heavy me뻐Is contained in indo밟ial wastewater

safely and economically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 effective

meth·여 of 뿔빼a뻐g 마avy me빼S 뼈ng a따피c a뎌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must be ut피i양d for w，없tew&t하 뾰atment 0뾰 of 뻐e IDi하its of

this method lies in its cheap 뾰atment ∞st Furth하more， the serondary

k찌뼈mitlati‘m， which occurs often when c'빼n퍼않1 purlfil없~ are u용d，C01피dbe

m뻐빼i갖d. Another advan뼈ge of 빼U칼ng the ae야Die acid is that various

힘nds of heavy metals con뻐n혀 in in，뼈밟ial w잃tew없gτ can be purified at

once. πerefore t the plaC혀없 U앓 of acornic acid proc앓 is r여퍼red. The

P따π훌 of this projx:t is to con웰let the pilot plant of aconic acid π$앓S

and to OJ앓ate it suces해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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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홉t

1. 뼈b ~ 싫ale 없Jdy on the treatment of A company w짧tew없er

containing heavy m멍쩌S

• Chemi앵l 뼈왜y빼s of heavy tne때 W없뼈water.

- pH, COD, zn, I농， Cr, etc.

• Experimen뻐l ∞nc파dons.

- Acornic acid : 90 ppm.

- Salt: 150 뼈'In.

~ Ne빠해i않r ~ 100 ppm.

· D앙en피nation of σptimum pH.

- Ex홈rimoot찌 뼈D8e : pH 4 ~ 11.

- De없mination of optimum pH by removal efficiency of heavy

me없ls.

2. De화맑， c아l8truetion and 야양ation of pilot p빼t

• D월ign of 함lot P뻐nt.

proc않s design ; P &, !D.

&뻐pment design.

확uipm.ent layout de혀gu.

• Operation of pil~t plant

C뻐ibration of m야많ing pum뿜i

Neutralizer ex휴껴ment : NaOH and lime.

닮Ie따 of salt cone없tra힐00:30-1α)()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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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농ervation of sludge se며ing 빼mom왜a and chemi않l 뼈aly파S

of treated water.

IV. Results 뻐d Pr야JOSa1 forApp퍼cations

1. '.. Lab - scale 빼ldy on 뻐e 야훌빼야1 of A cc:π맹any w없tcwa혔

conta뻐ing heavy metals

• Composition of heavy me빼1 wastewater.

pH : 1.5.

COD : 370 ppm.

zn : 157 ppm.

fie : 6.0 ppm. ‘

다 : 140 ppm.

• The Crt Fe 뼈d zn em않ntta찌ODS of treated water were 0.5. 0.1 and

0.4 ppm, res뽑tively. wI펴ch· values w없 빼I satisfied with 뻐e leaga1

em，월Ilt limits ~다 : 2 ppm, Fe :. 10 ppm, zn : 5 ppm).

• Optimum pH : 8.S - 9.0.

- 1뼈s condition was applied to the opera피on of 야lot plant.

, '

2. 양첼햄t construction and ope빼on of pilot P뻐m

• Design of pU어 p빼t

R훨tment ca:뼈city : 2.4 ton ('빼stewawr)/ day.

- 월뻐bli빼ment of P & !D.

랩떠:pm없t 파ι

Layout drawing of 야Iα p뻐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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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훌째ng of eq띠.pments such as 뻐Sh mixerJ ra미d mixer, slow

mixer， sc버erand 앓nd filter, etc.

• 0톨mltion of pilot P뻐nt

when NaOH or lime was used 의n밍ely， 윌l알빼.sion phenomena of

microflocs was obs하ved.

when NaOH was 뼈cd as a neu뼈lizer， the salt coneenttation of 30

ppm was r며uired for floes to settle. And to hold the cl뼈D view

in the upper region of settler, the salt concentration of 250 한)JJl

was nl융<led.

Mierofloc density at the upper re，양on of settler in case of lime

was hi빼er than that in 않se of NaOH.

m 않se of NaOH, alαme acid (60 ppm) 뼈d 앓It (1000 ppm), the

COD, Cr, 뾰 뼈d Zn αmC(외I1tra삐ODS of treated water w않'c 123,

0.08, 0.05 뻐d 0.08' ppm, res:톨~vely， which values were 따l

앓찌sfied with the leagal eftlu‘mt limits.

- 'Heavy metal 뻐훌lys뀔 results of treated water in the pilot P뼈nt

W하'C su홈rior to those in comm하cial plant of A com뼈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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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第 I 章- 序 論

당 연구팀에서는 세계 最初로 도토리 抽出뺑에서 acomic acid를

발견하였고 鳳電熟*￥ 製造 I;程 중에 발생되는 우라늄율 含有하는

放射性 훌훌被의 안천한 훌훌理 빛 向收의 목척으로 acomic acid 에 의한

쳐리 설협융 거쳐 우라늄의 청우 200 ppm 합유 왜액올 no떼erectable

까지 처리 가농케、 하였으며， 이컷을 기준으로 하여 美園， 獨遭，

佛蘭西 몇 轉園에서 이미 特許[1-4]를 획득하였으며 포환 上記 技衛올

토대로 하여 -般 훌業 魔水 중 童흉屬 處理에 관환 연구를 수행혜

오고 있다[S-9]. 이에 대한 륙혀는 현쩨 환국[10]， 마국， 앵국，

중국[11]에 대하여 훌월 중에 었다.

훌흉業魔Jj( 중 重옳屬 處理는 얼반척요로 대후붐 化學 處理方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폐 이 처리공쩡이 여러 단계훌 거치고· 錯設 몇

化學處理 藥品에 소요되는 費用이 엄청나다. 또한 처리후 발생하는

sludge 및 기타 殘뼈物어I 의한 2次 협훨도 심각한 폼쩨로 대두되고

있다. 이련 혹변에서 도토려 抽出뺑의 放射性 廣훌의 안천환‘ 處理

몇 回j않뽑만 아니라 廢水에 폰째하고 魚觀 및 人體에 害를 끼치는

불소， 납， 망간， 카드륨， 水銀 풍 기타 여러 重金屬률융 안전하고

盤濟的으로 處理 몇 回收에 척용활‘수 었다i

한편， 도토려가 重金屬 廣續용 포합한 훌業 훌훌水에 사용 될 청우

年間 훌훌Jj(量율 1억툴으로 기준활 때 도토리 必要量용 약 10，1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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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으로 ’ 92년 輪入量이 7,200 톰아고 題內 生훌量이 2~아삐톤인 것융

觸案하면 당장 必要量의 70% - 90% 정도가 꽁굽 가놓하다. 도토리

사용시 도토리 알맹이 전부를 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쓸모없이·버려진 도토리 抽出陽융 점차 심각혜지고 있는 放射性 廢滅

및 다른 童金屬 廢水 處理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園際的언 狀m에서 도토리는 대부분 아무런 쓸모없이

放置되어 었어 도토리 수입시 짧싼 가격요로 購入활 수 있올 것이다.

그리고 도토려률 抽出하고 납온 알맹이는 食品훌훌業 (녹발， 묵， 뺑쩨초

시 防觸劃 풍)에 효과격으로 이용될 수 있어 홉附加 價{直의 輕濟性용

갖게 될 것이다.

도토리 抽出뺑온 이제까지 알려져 오고 있는 植觸界에 존재하는

탄닌산과는 다른 物質로서 새로운 뺑質의 ~明과 反塵機構 후If-明으로

放射性 廢被 및 重金屬 含有 廢水處理 혔統은 물론 自然科學分野，

醫學分野， 環境월횟防止 分野 둥에 크게 활용가능한 뺑質이므로

국가객언 次元에서 연구가 크게 펼요로 된다.

그 동안 당 립에서는 lab-scale의 重金屬 흩훌業廢~ 處理 짧究를

통해 훌훌金工揚， 電子製品 製造 工場， 皮옳‘I場， 養電池 製造工場 및

關磁器 製造I場 동의 廢水를 實驗對象으로 하여 본 處理工程용 이용

할시 훨요환 基鍵寶혐롤 얻고차 하여 각 工樓에서 排出되는 重金屬의

종류에 따라 척합한 混合II置序에 따른 최척 pH 를 결쩡하였으며

이 때 上廳被 줌 重옳屬 殘留훌훌慶가 放짧水 水質 基藍f直에 척합환

가를 판단하였고 특혀 납， 크룸 및 亞銀의 청우 acomic acid를 이용

n/-



합시 거의 放流水 水賣基훌에 짜지 쳐리 가능함융 업충하였다[5-9].

Bench-scale 의 重옮屬 處理 I程 分野에서는 acomic acid 에

의한 塵業廣J1\. 중 重金屬 處理 工程의 擺念융 확립하고자 連鷹

工程에서의 童金屬 處理 特性 賣料를 얻기위환 bench-:없Ie 의 實훌홈

工程( 용량 ~ 20 lJbr)융 확립하였고 이홉 토대로 急速 및 훌훌速 훌톨排과

沈數工程만올 單位工程으로 하는 實훌훌裝置률 제작하여 實際

塵業慶*인 亞錫， 크톰， 철 풍의 重金屬이 含有펀 훌훌金훌훌水를

寶驗훨龜 廢續으로 最適 pH 와 acor피c acid 몇 앓It 의 最適 狂λ童

풍의 重金屬 處理 特性율 쪼사하여 1단계 뼈ch-;빼e 규모 설협의

훌훌適操業 條件율 결청하였다. 01때 작 重金屬 훌훌度가 放流水 基揮{直

以下로 쳐리 되논 풍 만촉활 만환 철파훌 얻었다[7，8].

따라셔， 本 흙究에서는 훌훌業化 適用올 위한 寶훌훌 짧階로서

處理I種의 容훌융 100 뻐r (7W 묻/년， 操業 日數 300일/년 기준)로

5배 확대 된 미lot 얄ale 공정에서 實際 重金屬 屬被융 사용하여

많存의 lab.，앓ale 빛 bench scale에서 얻용 實훌훌 結果훌 바탕으로 最適

操業 像件율 철정하고 常用 規模 工훌훌 훌훨計시 필요환 寶협훌훌 얻고자

하였다. 단， 本 陽究얘서 썰치한 pilot plant 의 工程은 우션 反應樓，

急速 t홉排， 鍵速 提排 몇 tt降 I훌융 위주로 하여 껄치하였으며

sludge 農縮 工程， 脫水 I程， 上廳被 홉度處理 工程 풍온 追後

꿇置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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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本 論 L

第 1 節 Lab-scale 塵業廢水 處理 寶훌훌

1. 寶驗內容 및 方法

가. 寶驗藏置 및 器機

. 提伴훌훌度(뼈xing i뼈nsity)는 tachometer-훌 이용하여 초갱하였다." ~

pH m항er (M여el : ORION 611)훌 사용하여 pH 측청훌 하였고 사용사

마다 補正하였다. 또한 鳳子 吸光 分析機 ( Atomic A밟orp화on

Spectr야motom앙er， M여el : TJA Smith~Hieftje 따뼈)를 사용하여 重金屬

$훌度률 측갱하였다.

나.寶驗方홉

(1) 試협

重金屬 廳水는 대전시 대화공단내 A社 I樓에서 工程過程上 발

생하논 金屬훌훌金훌훌水훌 廣#.處理場 橋入천에 취수하여 사용하였고，

廢水의 特性은 표 1 과 칼다.

(2) 中和햄 및 acornic acid

廣*의 pH 輔훌훌율 위해 가성소다 앤aOH)， 훌홉훌(HN03) 융 사용

하였으며 사용환 가성소다의 농도는 6N, IN 몇 O.IN 이었고 뚫顧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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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度는 IN, O.lN 이었다.!£.환 本 略究에서는 常溫， 常壓下에서 保存

狀願가 양호하고 自然狀顧에서 충분히 乾操된 착온 도토리를 사용하

여 순수한 물용 港媒로 acornic acid를 抽出하여 이률 실험에 사용하였

다.

Table 1. C뼈ract많istics of industrial w없tewater.

Indusπies

Origin of Major Major 암ea.tment

producing
majOI' wastewater Chara따eristi.cs meth여s

wastewater

pH 1.5
Chemical coagu

TSS 50 ppm
Ct않피ng and -lati.on : s여JUDl

A Co. TCOD 370 ppm
plating of bolt hydroxides, 외u

(me때-plating) 감1 157 ppm
and screw -minium sulfate

Cr 140 ppm
and polymer

Fe 6 ppm

---~-- ---

ah
v



다. 實驗內容

표 2 는 기본척인 實훌훌條件훌 나타낸 것이다. 實驗온 뼈sh

m해ng훌 300 rpm에서 4볼， rapid mix파g율 150 φm에셔 10분， 그리고

slow mixing융 30rpm에서 15폼간 혼합환 후 4샤간 沈觸시켜 수면으

로 부터 힐청 깊이에서 2000 의 試料률 취수하여 훨자 홉팡 분석기

로 殘留 重金屬 鍵度훌 측청하였다.

첫벌째늪 뻐sh mixing 에셔 acomic acid 注入， rapid mixing 에서

pH 調整， 그리고 slow mixing어l셔 題(뿔It)율 주업하여 pH 훌化에 따른

獲留 重金屬 鍵度률 측정하여 最適 反應 pH 촬 철청하였다. 두번째

논 뻐sh mixing 애서 acornic acid 注λ， rapid mixing 에셔 pH를 調整

하여 훌훌(salt)올 주입하여 함i 覆化에 따른 殘留 重金屬 훌훌度률 측정하

여 置適 反願 pH 를 결청하였다. 세번째는 mpid mixing 에서 pH 쪼

청하여 pH 변화에 따른 殘留 重옳屬 훌훌度를 측쩡하여 最適 反應 pH

률 철창하였다.

2. 實驗結果및考察

그립 1, 2, 3온 a따퍼c acid와 觀(salt)올 이용환 혜수 쳐리시 PH

변화에 따른 亞觸(빼C)， 크롬(chromi뼈)과 戰ron)의 上廳被 충 殘留題

度률 나타낸 것이다， 그립 l의 정우 ace:빼ic acid 와 훌훌{뿔It);율 이용

하여 처리활 시 亞觀이 pH 6에서 11까지의 법위에 걸쳐 亞짧의 放流

J1cJJc質 基藍健인 5.0 ppm 이하로 처리되었고 pH 8에서 부터 11 까

지 05 ppm 여하의 低훌度로 처리되었다. 그림 2의 경우 acor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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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뻐nL1ard conditions of treatment study of industrial

wastewater

.--- ----------- -•--------- - -... _._- - ._-‘----.------------- ---_..._----.,

_....arameters Conditions

Species of heavy metal Zn, Crt Fe

Sample volume 100 ml

Adjusred pH 4 - 11

Flash mixing inter엽ity 300 φm

Rapid mixing intensity 150 rpm

Slow mixing int밟sity 30 rpm

Flash mixing time 4 min

Rapi‘ mixing time 10 min

Slow mixing time 15 min

Acomic acid -dosage - 90 ppm

Salt dosage 150 ppm

Settling time 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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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와 題(앓1헤올 이용하여 쳐랴할 샤 크를이 pH 6에서 11까지의 범

위에 걸쳐 크롬의 放流水 水質 基準{直인 2.0 ppm 악하로 처리하였고

pH 9 에서 最低植안 0.5 ppm 으로 쳐리하였다. 그립 3의 경우

acomic acid 위· 體(salt)율 이용하여 처리할 시 鐵의 초기농도가 6.0

pm E-로 鐵의 放流水 水質 基握{直인 10.0 빼m융 머리 안족하였으나

pH 7 에서 11 까지 0.1 ppm 의 低農度로 처려하였다. 따라서 亞觀

파 크톰의 쳐려결과로 불 때 pH 9 로 最適 pH 릅 컬쩡하논 것이 합

당하려라 사료된다.

그림 4, 5 6온 acomic acid률 이용환 폐수 처리시 pH 변화에 따

른 亞銀(킥nc)， 크롬(chromium)과 鐵(iron) 의 上鷹被 중 殘留體慶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 1의 경우 acornic acid 률 이용하여 쳐리할 시 亞

銷이 pH 6 에서 11까지의 범위에 걸쳐 亞銀의 放流水 水質 基連{直인

5.0 ppm 이하로 처리하였고 pH 8.5 에서 부터 II 까지 0.5 ppm 이하

의 低鍵度로 쳐리하였다. 그림 5의 경우 acor띠c acid 를 이용하여

처리활 시 크릎-.:11 pH 7 에서 11 까지의 범위에 걸쳐 크돔의 放流71'

Jj(質 基藍{直인 2.0 ppm 이하로 처리되었고 pH 8.5 에서 최저치인 0.5

ppm 으로 쳐려하였다. 그렴 6의 정우 acor피c acid-롤 이용하여 처리

할 시 鐵의 웠l期훌훌度가 6.0 ppm 으로 철의 放流~ 水質 基藍{直인

체0.0 PP[혐율 미리 /딴족하였으나 놓187 에서 11까지 0.1 ppp:t 의 低않훌

度로 처리되었내. 따라서 앞짧과 크콤의 처리결과로 볼 때 pH 8.5

로 最適 pH 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사료된다.

그램 7 8, 9 는 혜수의 pH 변화에 따른 끊빼(zinc) ， 크쯤

。‘1
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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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i빼파 鐵(iron)의 上廳鼓 중 殘留鐵度률 나타낸 것아다. 그립

7의 청우 亞館이 pH 6 에서 11 까지의 범위에 걸쳐 亞짧의 放流水

水質 基灌{훌인 5.0 ppm 이하로 쳐리되었고 pH 9 에서 환터 11까지

0.5 ppm 이하의 低題度로 처리되었다. 그림 8의 청우 크롬이 pH 6

에서 II 까지의 법위에 걸쳐 크톰의 放流Jj(}j(質 基핵흩f直인 2.0 ppm

이하로 처리되었고 pH 9 에서 最低{直얀 0.3 ppm 으로 쳐리되었다.

그립 9 의 경우 鐵의 初期置度7t 6.0 pm 으로 鐵의 放流7.K 水質 基華

{直얀 10.0 ppm옳 미리 만족하였으나 pH 8 에서 11 까지 0.1 ppm 의

低鍵度로 쳐리되었다. 따라서 亞觀과 크톰의 쳐리결과로 활 때 pH

9로 最適 pH 훌 결쩡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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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塵業廢水 處理 pilot plant 設計 빛 運轉

1. 工程 構要

Acomic acid 를 이용한 重金屬 處理 工程폰 일반척으로 많이 이용

되는 中和法 工程 - 가생소다， 황산반토， 홉分子 빼質이 聲品요로 이

용됩 [l낌 - 과 거의 유사환 反應 工程， 急速 混合， 훌훌速 混合 I程~tt

羅 工程， sludge 脫水 工程， 上훌훌積 모래鍵過 工程 둥으로 구성되어 었

다. Aeomie acid π@앓 의 block diagram 용 그림 10 에 나타내었다.

Acomie acid process 와 一般 中和法 I程파의 차이캠은 첫째， alωmie

acid process 는 總牌 天然뺑賣 사용으로 2次 펀횟이 없으며 둘째， 高

分子 勳質융 사용하는 一般 中和홉에 바하여 處理水의 COD 增加훨이

낮아 COD 排出基揮이 품쩨가 되는 魔水에 있어서 A]-용상 엇첨이 있

올 수 있고 셋째， 황산반토(황산 알루미늄} 를 사용활 경우 處理水

중 알루미늄 훌훌度 規制{直가 강확훨 경우 - 현재는 放流水 중 알루미

늄 鍵度 規制{直가 없지만 조만간 알루미늄 훌훌度도 規制 可能性이 있

옴. 알루미늄은 치매충 둥 청신질환을 웰으킬 수 었는 물철로 유렵

에셔는 홉용수 기준으로 0.2 ppm 이 채택되고 있음. 황산반토 사용

에 많용 제약첨이 있으나 acor피c acid proc용S 에서는 이러환 푼체가

없고 a따Die acid 륨 附加 使用 시에는 알루미늄의 *훌度률 더 낮융 수

도 았는 엇챔이 있다.

本 il究에셔 천셜한 꿇業훌훌水 pilot p1빼t 의 前景 훌훌置올 그림 1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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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Block diagram of acomic acid proc않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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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verall viεw of the pilo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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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ID 릉 그립 12에 각각 나타내었는데 處理容量용 時間當 100 liter

(2.4 톤l얼) 이다. 공정올 좀 더 자세허 살펴보면 運轉에 사용된 重金

屬 廳水룰 2(뼈 liter 크기의 廢水 뺨藏樓 (TI) 에 넣온 후 균일한 混

合융 위해 樓휩3繼 (AI) 로 찰 쉬은 다옵 定量 pump 인 PI 융 사용

lOO literjhr 의 휴량으로 反應樓 (Tl이 로 移홉하였다. 廢7lC처장초

(TI) 의 채질용 훌훌훌훌水에 견덜 수 있도록 polyethylene 을 사용하였고

測面에 level gauge 률 附훌， 사용 당시의 I빼수량올 확언활 수 있게끔

하였다. 廢水 移꿇 pump (PI) 는 顧廢水 빛 모래 첼子와 같은 固形

빼質에 견딜 수 있도록 sus 才質용 사용하였고 PI pump 천에 SUS

로 된 짧뻐ner 를 쉴치t pump 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훈천이 끝난

후 pump 보호를 위해 pump 洗繼水 뺨藏橋 η'22) 의 물융 이용， 챙소

하도록 껄계하였다. 中￥Q潤로서 가성소다， 消石폈를 사용할 수 었께

끔 용량 50 liter 의 消;filJ< 훌F藏樓 (1'2) 와 가성소다 합藏擔 (1'3) 를

얼치하였다.이 때 消石族는 훌훌度 2.5% 의 것올 사용하였는대 簡石양

와 樓解度 7}- 2000 ppm 정도이기 때폼에 81뼈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 81:따Ty 률 移뚫하기 위하여 벼ap뇨am 형태의 定量 pump (P2) 훌 사

용하였으며 pump check 뼈II 의 채질온 sus 로 마모가 획소가 되도

록 하였다. 운전이 플난 후 pump 청소률 위하여 pump 洗繼水 뺨藏

樓 (TI2) 의 물올 이용t p2 pump 를 청소하여 뻐mp 막힘현상이 없도

룩 하였다. 가성소다는 0 .5 N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移送 pump (P3)

는 才寶이 teflon 인 回轉速度 可變型 diapbram 定量 pump 블 이용하

였고 反應橋 (TIO) 에 컬치된 pH meuπ 와 連動시켜 철갱된 pH 장과

F

까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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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측정 pH 값이 낮으면 pump 가 작폼되어 가성소다를 注入하고

짧定{直에 도달하면 pump 가 작동율 중지하도륙 하였다.

Salt 橋被온 5% 용핵융 사용하였고 樓解度 야하였으므로 簡牌港

홉이라고 불 수 있다. Salt 移送 pump (P5) 는 R 와 같이 才質이

teflon 인 回轉 速度 可훌훌型 diaphram 定量 pump 를 이용하였다.

Acor미c acid 는 0.3% 의 용액융 사용하여 acomic acid 移送 pump (P7)

도 才質이 teflon ,인 回轉 速度 可覆型 diap~ 定量 pu~p 률 이용하

였다. 運轉이 물남융 때는 消石友 移送 P따np 와 마찬가지로 pump

洗繼水 홉F藏樓 (T22) 의 물융 힘j用， 洗備하였다.

本 裝置에서는 첫번째 反應樓 (1’10) 에서 pH 훌 조철하고 앓It 용

액율 주입했으며 두번째 急速 提伴權 (1‘11) 에서 acomic acid 률 주입

하였다. 그 이유는 첫번째 反應橋에서 重金屬이 水醒化빼 형태로 떨

어지도록 하였고 acomic acid 와 觀和力이 좋용 앓It 용액융 미리 넣어

急速 擺控擔에서 뼈t-acort삐.re 형태의 沈훌훌빼이 형생， 沈澈性 向上용

불론 殘留 童金屬파 acornic acid 와의 반용융 가굽쩍 훌훌導， 殘留 重~

屬 훌훌度률 딸어뜨리도록 껄계하였다. 反應權， 急速 握伴構， 훌훌速 擺

伴樓의 握伴機 (AIO, All , A12) 는 運轉 條件에 따라 可變시킬 수 았

도록 可變型의 直流 모터를 사용하였다. 反總樓의 #홈留時間은 4분，

急速 提伴擔는 10불 그리고 繼速 提伴簡는 15분야 획도록 하였다.

醫速 提伴樓에서 커진 floc 용 沈훌훌樓 (’I’13) 에서 챔강사켜 固훌훌

分離가 얼어나도록 껄계하였으여 上薦彼온 모래 f훌過繼 (VI) 를 거쳐

훌훌過練 홉F藏樓 πl써 에 I시간 30붙 청도 모아 $훌過훨훌 移꿇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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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훌 이용， 處理水 합藏禮 (T2 i) 로 보내 저장되도록 하였다. 沈

훌훌擔 (1’13) 下部에셔 모아진 sludge 는 重力으로 sludge 합藏뽑 (1’16)

에 모아져 얼청량이 되면 sludge 移送 pump (P13) 로 sludge 뻐nk

(T27,28) 로 移送혔다. Sludge 빼k 에서는 sludge 훌縮이 얼어나도룩

했으며 홈훌縮됨 sludge 上뽑續은 pump 률 이용 處理水 뺨藏擔 π21)

로 보냈다.

反廳樓， 急速 提伴構， 繼速 홉伴樓 빛 沈훌훌擔로의 용액의 移送용

重力흘 이용하였는데 이는 pump 를 이용활 경우 生成 floc 의 破樓가

얼어나기 때품이다. 2f 장치 연철관용 碩합를 완만하게 주어 가능

한한 流體가 부드렵게 홉러 floc 이 파괴되지 않도룩 하였다. 本 I

程의 配管은 購‘과 알차려에 잘 견디는 PVC hose 훌 이용하였고， 기타

廣水 移꿇 line 파 混合樓 사이의 配管， 沈짧權에서 모래 鍵過훌훌， 짧過

減 훌F藏樓에서 處理水 밝藏樓， sludge 뺨藏構에서 sludge 뻐uk 로의 配

管온 內짧 25 mm PVC hose 룹 이용하었다. 또한 配管에 사용한

valve 논 PVC 뼈11 valve 훌 사용하였는데 藥品*홉에는 1/2 inch valve,

기타는 I inch valve 률 사용하였다.

본 마lot 어ant 에 사용된 탱크류， a밍tate:π 뮤， pump 류， flow

indicator, pH meter 풍의 사양파 크기， 재철들융 표 3 에 정려하였다.

本 工程으로 처리한 處理水는 Cr, zn, Fe 이 모두 放流J1C 基홉혈율

만족하고 있었지만 環境홉上 放流가 불가놓하여 外部 專門 慶棄뺑 魔

理業者에게 처리수릅 委훌E 處理하도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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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싫t of Equipment Specification

Cl없 No. &없;ption S야c. &Size Ma빼빼 Model

Tl W뻐@뼈~ 빼빼ge 빼k
2000 ~ I엠e\ 흩뻐1ge， 보장쇄， 사다려

P.Ii EO 2000
141~ x 1749H x 9t

π Lime stock빼k so ~ 4(x빼 1 S6SH 1 3t PA EN 50

’1'3 NaOH stock 빼Jk • PA EN SO

T4 NH40H 없k 빼k ‘ so ~ 3S~ 1 SOOH I lOt Acryl

1S 없It 1 sf!κk 빼k
a Aeryl

16 salt 2 stock 빼k ’ A다yl

’17 Aαmic acid 빼k
,

뼈，1

’l'8 H2SO4 힐lCk 빼k 50 μα빼 15야Hx 3t P.B. EN SO

’f9 Polym톨 힐ock 빼k 50 ~ 35()Jl x 500H x lOt 뼈yl ’

110 뼈shmi빼빼k 때 x 200 x 3S0H ktyl

T8Dk Til 없며d 뼈빼gt빼 260 x 260 x 400H ,. 짜yl

Tl2 Slow 뼈빼g 빼k 370 x 3'매 x S빠{ AcJyl

’Il3 없뼈g 빼k 800빼 x 11008 뼈)'1

T14 젠l빼Ie 빼醒때k 200 ~ 65~ x 8128 x 3t P.E. 00200

116 S삐야%없age 빼k
l P.E. EG200

’1'21 T빼edw없er 빼빼ge 빼k
2αxl ~ 141~ 1 17쩌HI 없

PA EO 2000
level 훌삐.ge

π2 R빼 뼈빼g water 빼k 200 ~ MOb 1 81강Ix 3t F요 00200

π5 R웰삐 삐빼핑 빼k 빼J) J90 1 190 1 290H 짜，I

’I뻐 SoIw뻐빼g 빼k (，예벼) 290 x 290 x싸OH 쩌yl

π7 Slul빵 빼k 1 400 ~ 79()) x 10858 1 51 P.It BG400

πg S뼈ge 빼k2 • P.lt EG400
---4n3



t

αg엎 No. »esc찌pdon S聊. &히야 M빠삐꾀 Model

Al Waste 빼k 뺑뻐tor
R야lcller， μQrpm， AC 22OV, 2501,

SUS SMFA.mo
α4 Kw I 4p I 3-It없

A2 I뇨뾰빼ka밍j밟따
prot뻐하， 짜야빼， AC 껑OV， 2뼈，

SUS SMFA，월i
OlKw14p 1 3-빼ase

A3 NaOH 빼ka밸aWl' • sus ”

A4 NH40H 빼ka휠빼or' R미뼈11훌 300 聊， DC o-20V，l빼 sus ”

AS 밟 1 t빼ka빼빼@ • ’-
“ζ-

A A6 Sah 2 빼ka밍tator ’ ”

g
A7 A빼ic a혀d 빼ka뺑iπ ’ ”

AS H2SC싸 빼ka빼빼따 M 와풍일 ”a

A9 Polymer 빼ka웰a뼈 A4 와풍얼 ”
o
r 뻐ddlζ 0-500 r빼， 빼i빼k 빠빼，

AIO 뻐빼때빼g 빼k 뼈i細
l00W x ISH x 2t. 50W,AC 11A)V sus 25-뻐1-200
rpm 짧gπ" remc뼈 뼈따oner

( rpm 輔뻐l 빼봐 )

뻐뼈아 ().198 rpm, 뼈iable 빠빼，

All 뻐찌d 며빼g 빼ka밍빼or 130W x 20H I 2t (lOOWx2아1x2t) SUS •
SOW. DC 0-:찌IV， tPDl 빼짧 부확

" 뼈dlκ ().lOO rpm, 빼빼k 빼빼，

All S따W 뼈파맹 빼ka혈웰m 190W x 6CH1 2t (150WxSOH12t) SUS ’
SOW, DC o-20V, tPDl 뼈짧 부학

%뼈e， 0.5 r빼 (cyclo 빼n:er)

AI3 앓뻐g 빼ka휠빼@ 400W x 60H I 2t, AC 22OV, SUS

0.4 Kw 14p I 와뼈&톨

?“9

니



c없 썩 ! R훌ripti뻐 81흩eo " Size M빼 M빼 I
갱 량I 3.5 뻐n， SKO, AC 'l11)V, sus VX-33-윈S

PI W훌빼ater 뼈DSftt 뼈mp
3상 10.2 Kw -FWS

pl Lime빼빼erpum뱅
청량I 1찌 m빼lin， lOKO, sus VX-12·휠s

AC뼈IV， '3쌍 J 0짧W -HWS

p3 NaOH II뻐mer pun때
갱 량， 뼈 m뻐n. JOKG~

PVC FX-32
OC O-20V, 0.2 Kw

P4 빠빼OM tr빼sfer pump
갱향， 360 m뻐뼈t 10KO,

PVC FX-32
DC G-때IV， 0.2 Kw

뻐mp P5 빼 l 빼sferpump
갱량， η 빼빼t ISlQ,

PVC FX-61P
OC ()'20V. 0.2 Kw

salt 2 tr빼빼rtpump
갱량， 25 m뼈， 1OKG,

PVC
AXI~21‘·PFC

%
AC 때IV， 단장 IO.2Kw -HWS-Z

p7 A뼈ic a피d 빼화er pump
갱량， n 뼈빼t lSKG,

PVC FX-61P
DC o-20V, 0.2 Kw

P12 1t뼈oow와fltl빼엉암 PJD때
M빼빼ic drive pomp, AC 'lJJ)V,

P.P MX옵5
85 mI/min 1 4.5m

PI3 SbJ(흉 빼ISt'tt 뼈mp
갱 량， 7.4 삐뼈in， 31G, VX·13--STSsus
AC Z때IV， 3상 J O.2Kw - FWS

Ola홉
FIt NaOH fl.owmet« 0·55 m뻐lin Meth. 603

뼈U

F‘low Fl 2 salt 1 folwmetf:r {) - 55 m뻐lin • •
l빼ador

Fl 3 sah 2. folwm짧 O· S5 빼'min • •

FI4 A뼈ic acid flow없S 0- SSS m뻐tin • M빼.6<δ

pHIR
뼈sit 뼈빼g 빼k 빠I 服ft o - 14 Gt훌훌 P용뼈so

pH
lDdiC빼)l' 함DR

2
R빼 뼈빼g 빼k 바I mder o - 14 α8A'I P용08SD

”
ω



2. 그[程의 配置圖

本 pit야 plant 는 變鎭趣設 튀 공타에 가로 17 ro, 세로 8.2 m, 높이

4.5 m 의 假建빼율 지어 그 속에 건컬하였다. 1차분 pilot P뻐nt 의

配置圖논 그림 13 과 같은데 가로 9 m, 세로 8m 의 뻐se structure 위

에 건컬하였다. 전체척언 裝置 配置의 基本 方針온 전변에서 反應

樓 (T1이， 急速 擾伴構 (TIl), 鍵速 樓伴構 (T12), 沈嚴權 (’I’13), 모래

爛過機 (Vi) 가 잘 보이고 유체의 흐륨이 총력으로 자연스럽게 흐르

도륙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면에는 가로 3.1m, 세로 1m, 높이

O.Sm 와 쩌hie 위에 消石友 注入樓 (π)， 가성소다 注入權 (TI), 훌훌顧

注入樓 π8)， acornic 뻐cd 注入構 n ’7), salt 1 注入橋 π'5) 동 藥品樓률

옐치하였고 그 뒤에는 가로 6.2m, 세로 1.2m, 높이 2.1m 의 뻐hie 위에

反應樓 (1’11), 急速 握伴樓 (’fll) , 鍵速 提{半構 (T12) 를 껄치하였다.

이 때 流體 흐름이 重力에 의해 자연스렵게 흐르도혹 TI0, Til 및

T12 아래에 척당환 높아의 받챔대를 껄치하였다. 混合擔 껄치 발챔

대에 융라가기 위하여 사다리률 썰치하였으며 table 위에서 작업할 때

안전성율 위하여 guide rail 올 껄치하였다Pump 洗縣水 뽑藏樓

(π2) 는 洗據水가 重力애 의혜 세척할 pump 에 도달하도록 가로 1m,

세로 1m, 높이 a.Sm 인 table 위에 셀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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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裝置 꿇計

가. 反廳樓 (fla패 mixer)

NaOH, lime 풍용 사용하여 pH 률 자동으로 조철훨 수 았도록

하였으며 이 反應構에서 重金屬 水顧化뺑이 생기게 하고 다음 急速擺

伴權에서 앵It-acomate 가 현활혀 형성되도록 여기서 혜t 룹 주입한다.

反應樓의 圖面옵 그림 14 에 나타내었는데 크기는 가로 200 nun 세로

200 mm 높이 370 mm 로서 輔留時間용 4 min 여고 混合 效훨율 높

이기 위하여 각 옆면 중앙혜 폭 20 rom 길이 250 mm 두께 10 mm

의 뼈me 올 셀치하였다.

肉眼觀察이 용이하도확 容器의 才實율 없yl 로 하였다. 樓伴

速度는 消石1J<를 中和빼로 사용하였율 때논 250 rpm, NaOH 를 中和

빼로 사용하였올 때는 160 rpm 으로 運轉하였고 擾伴錢 impeller 형태

는 pa뼈Ie 형태의 l00W x 15H x 2T 로 2단으로 하였다.

나. 急速 擺伴樓 (mpid mixer)

ι 여기서는 反廳樓에서 주입될 醒의 金屬파 acomic acid 가 metal-

aιornate 가 형성되도륙 acornic acid 를 주입하였다. 急速 握伴樓의

圖面율 그렴 15 에 나타내었는데 크기는 가로 260 mm 세로 260 nun

높이 422 mm 로서 輔留時閒운 10 min 이고 협合 效짧올 높어 71 위하

여 각 옆면 중앙에 폭 20 mm 길이 370 nun 두쩨 10 mm 의 밟me 을

컬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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肉眼觀察이 용야하도록 容器의 才質올 aeryl 로 하였다. 提伴速

度는 60 rpm 으로 하였고 握伴機 impeller 형태는 pa뼈Ie 형태의 130W

x 20H x 2T, 3단으로 하였다.

다. 鍵速 擺伴構 (slow mixer)

反應樓와 金屬 提伴權에서 생긴 floc 율 성장시키기 위하여 回轉

速度률 15 rpm 으로 鍵速 提伴하였고 握伴機 impeller 형 태는 p빼e

낀pe 으로 190W x 60H x 3T 였고 휴홈留時間온 15붐으로 설계하였다.

肉眼觀察이 용야하도록 容器의 才質올 aσyl 로 하였다. 鍵速 提伴樓

의 圖面율 그림 16 에 나타내었는데 크기는 가로 290 mm 세로 290

mm 높이 455 mm 이다.

라. 沈훌훌樓 (Settler)

행성된 重金屬 floc 올 제거하기 위확여 썰치된 장치로 그 도면용

그림 17 과 같다. 홈뿜留時間용 3시깐 30분으로 얼반척인 沈훌훌擔 껄계

기준융 따랐으며 上훌훌橫의 훌률直方向 表面速度는 0.3 ctn/min 로， 1

liter mass cyli며하 에셔 측정한 沈降速慶 2 ctn/min 의 15 % 청도가

되도록 껄계하였다.

Sludge set떠ng 현상의 肉眼觀察이 용이하도록 容器의 才質율

없yl 로 하였다. 願짧面에 쌓인 sludge 를 願짧面 下段의 排出 口 쪽

으로 보으기 위하여 때'Wx60Hx2T 의 sus 로 만듣 얄raper 률 썰

치하였다. 싫raper 의 下짧에는 sludge 를 잘 모융 수 었도록 tref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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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든 柔軟姓있는 스커트률 달었고 回轉速度는 0.6 rpm 이었다.

마. 모래 여과기 (잃nd filter)

챔전초에서 ov하flow 된 상둥액 충 혹시 었융 지도 모르는 잔류

floc 율 참기휘하여 설치된 裝置로 그 圖面은 그림 18 과 잘다. 내청

28 em, 자갈충 높이 10 em, 모래충 높이 40 em로 pac힘ng 하였다. 자

갈용 입경 5 - 10 mm. 모래는 입경 1 - 2 mm 의 것융 사용 하였다.

상풍액이 골고루 分散되도록 구멍 直짧 1 mm-의 다공판 폴산기(분산

기 직경온 180 mm)를 使用 하였으며 모래 여과기 下部로 모래가 빠

지지 않고 또한 자갈과 모래의 쥬펀童융 견디도록 두께 10 mm 의 구명

직검 5 mm 의 acryl 다공판 위에 sus 로 될 200 mesh 망율 껄치 하

였다. 流體 흐름의 육안 觀察이 容易하도록 用器의 才賣용 aeryl 로

하였다.

바. 調節盤 (control panel)

.Acomic acid, 앓It， 가성소다의 주입량과 反應擔， 옳速 提伴權， 훌훌

速 提伴樓의 回轉速度가 조컬되고 pH 가 자동으로 초청되는 기능용

bench 양ale 에서 쩨착한 調館盤융 이용하였고 廣水 짧量， 消石»< 훨뾰훌훌

온 pump 에 부학된 조절변으로 직캡 조절하였다.

鳳水 注入 pump, lime 注入 pump. sludge 移꿇 pump. 處理水 移送

pump, 消石族 供給禮， 가성소다 供給樓의 提伴機의 동작 스위치는 기

존의 調節盤 下짧에 새로 껄치하여 사용확였고 이에대환 천경 사진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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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19 에 나타 내었다.

4. 運轉 方法

가. 試혐

重金屬올 배출하고 있는 業體 중 亞銀， 크룹， 철이 합유됨 A社 廢

水 (훌훌옳 廢水)의 쳐리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慶水의 特性옳 第 I

顧 표 1 에 나타내었다.

나. 使用 꿇藥

Pilot plant 運轉에 사용한 acornic acid 는 0.3% 용액융 사용하였고

가성소다 용액온 0.5 N, lime 용액은 2.5%, salt 용액용 5% 의 것융 사

용하였다. 이훌 표 4 에 整理 하였다.

Table 4. Chemicals used in this study

Chemicals Re빼rks

Acor미c acid 0.3 % solution

NaOH 0.5 N solution

Lime 2.5 % sbm:y

Salt 5.0 % sol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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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ump 補正

댄lot P빼t 運轉에 앞서 각 定量 pump를 補正하였다. 우선

NaOH 압뼈sfer pump는 O.S N용액융 健用하여 rpm융 훌化시키변서 짧

量흉훌化률 훨u定하였고 이훌 Fig. 20 애 나타내었다. 앓it 뼈nsfer p빠lp

는 5 %용액용 使用하여 NaOH 때nsfer pump와 마찬가지로 rpm을 覆

化사키면서 *홈量훌 뼈l定 이를 Fig. 21 에 나타내었다. lime 뾰nsfer

pump는 2.5% slurry 용액을 뼈xing시켜 잘 부유시켜 가면서 pump 細

量調節 knob s탱Ie융 변화시켜 廳量餐化훌 測定하었다. 이를 fig. 22

에 나타내었다. aear피c acid 빼nsti하 pump는 0.3% 용핵융 사용하여

rpm융 변화시키면서 뾰量覆化룰 뼈tl定하였고 이륨 Fig. 23 에 나타내

었다. 끝으로 W椰wa빼 뾰nsfer pump는 A사 廢水를 사용 pump 유량

조철 knob 똥와e율 변화시켜 流量變化를 측쩡 야를 Fig. 24 에 나타내

었다. 꺼의 모든 pump가 調節흉훌數와-流量사이혜 칙션객인 판계를 나

타내었다.

라. 運轉 方풀

重金屬 廣被용 다옵 순서에 의하여 처리 실험흡 수행하였다.

”준비된 폐액파 acor피c acid, 앓It， 가성소다， 消石1!J< 용액융 각각

훌훌:* 밝藏構와 藥品 홉f藏#홉에 채운다.

ii) 廢水 뽑藏樓 빛 驚品 1fT藏樓들의 提伴機률 작동시켜 용액이

균일하게 혼합되도룩 한다.

헤i) 함{ 훌 짧定{直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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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廢水， 잃It， acπnie acid 의 注’入量;훌 짧定f直에 맞춘다.

v) 廣水， salt, acomic aciφ 가성소다 혹용 消石P.R 용액의 주입율 위

해 定量 pump 률 작풍시키다.

vi) ，反應構， 急速 및 鍵速 擺伴樓의 擾￥F 速度률 맞출다.

vii) 定常 可動이 이루어지면 기기들올 정검하여 設定{直에 맞는지

確認， 補正환다.

viii) 定짧 狀觸에 도활하면 繼速 擺{￥樓에서 overflow 된 용액이 沈

훌훌樓에 채워져 챔천현상융 판활활 수 있고 沈職構 上훌훌被이 모

래鍵過機훌 룡과할 수 있도룩 한다. (약 5시 간 소요)

xi) 沈樓現훌용 카메라로 擬影하고， 모래轉過機률 롱파한 處理水는

약 300 011 률 취하여 重옳屬 뿔훌훌￡를 훈석한다.

지 모래藏過機를 통파하여 處理水 없藏擔에 저장된 處理J.K는 일청

높이에 도답하면 處理~ 移送 pump 훌 이용， 最終 處理水 홉F藏

樓에 移送 및 밝藏하여 廢水處理 業體에 쫓託하여 처리토록 하

였다.

xi) 沈觸擔 下段의 sludge 용액용 얼청량 (약 10 literfhr) 씩 sludge

←홈f藏樓로 배출시키고 일청 높이에 도달하면 sludge 移送 pump

‘ 률 이용， sludge 뽑藏 탱크 σ27，'π8) 로 移送하여 ItT藏토록 하

였다， 힐청량 모이면 廢水處理 業體에 委託하여 야를 쳐려

토록 하였다.

xii) 運轉이 끝나면 魔}，K 移送 pump, 消石y< 移送 pump, acomic acid

移送 pump 플 pump 洗漸水 뺨藏樓의 洗縣水를 이용， 3-5 분 청

닮



도 洗總하여 다옵 運轉에 支障이 없도록 한다.

마. 實훌훌條件

pilot P뻐nt 運轉醫數로서 中和빼의 종류 (NaOH, Ca(OHh) 와

acomic acid의 注入여부， 앓It의 훌훌度變化를 택하였다. acornic acid농도

는 그깐의 휩￥究結果(6-9)륨 士훌로 最適의 값인 60 ppm올 택하였다.

. NaOH훌 中和劃로 쏠 검우에는 混合훨훌度를 170 r빼， 급속교반조 63

rpm, 완속교반조 15 뻗m 으로 하였고 lime융 충화쩨로 사용한 청우는

생생 floc이나 미반용 lime의 沈降용 막기위하여 혼합강도룹 높여 반

용조 250 rpm, 급속교반죠 118 ppm, 환속교반조 50 φm으로 하였다.

이률 청려하여 표 5에 실었다. 본 보고서에 살린 사진은 챔강초애 꽤

수률 유업환 후 30폼 경과후 촬명한 것이다.

5. 運轉 結果

가.沈降現鐘

폐수의 화학적 처리에 있어 沈降現象은 처리효율율 판단하는

중요한 인자이므로 [13,14] 본 연구에셔는 이훌 접충격으로

판활하였다. 쭈션 사용중화쩨에 따른 沈降現훌율 쌀펴보면 소석회를

사용활 경우 가성소다의 청우에 비해 슬러지 상충환 용액에 미세

잔류 floc이 많이 남아있음올 그립 25 에셔 35 까지의 결과와

육안관찰 結果로 부터 알수 있었다. 또한 소석회를 사용활 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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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perimental conditions

--- -------- - -- --r-"""------------------,------
Chemicals

Mixing Intensity,
Exp.

mmI
run

No.
No.

Ac야Die Flash Rapid 、 Slow
Neutt퍼izer

acid
Salt

mIXer mIXer mIXer

1 NaOH 60 ppm 1000 ppm 170 63 15

2 NaOH 60 ppm 500 ppm 170 63 15 10

---- ---
3 NaOH 60 ppm 250 ppm 170 63 15 11

4 NaOH 60 ppm 125 ppm 170 63 15 12

5 NaOH 60 ppm 30 ppm 170 63 15 13
-

6 NaOH 60 ppm 170 63 15 2
I- ---- --- --- - ------‘_. - ~ --_ .....- '--_.---「←------ -----

7 NaOH - 170 63 15 3

8 Ca(OHh 60 ppm 500 ppm 250 118 50 7

9 Ca(OH)z 60 ppm ‘ 250 ppm 250 118 50 8
-.- ... •_ ••- ---. ----- ----- --,------ ._- -- --_.-

10 Ca(OHh 60 ppm 250 118 SO
6,

-
6~1

11 Ca(OHh - - 250 118 5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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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러리 용액을 취급하여야 하기 때품에 pump운전에 어혀용이

따르고 훈송 pipe line어 막히며 슐러지 양이 중가하는 풍 불리한

캠이 예상되나 가성소다 가격의 약 30%로 경쩨쩍 이점이 있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두가지 챔을 고려하여 션태하여야 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채 상업적으로논 주로 사용상 현리성 때문에

가성소다 용액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중화쩨인 가성소다와 소석획를 작각 단독으로 사용하면 그립

31파 그림 3S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생성된 floc들이 가벼워 챔강되지

않고챔강죠 유입관 벽면올 타고 l유유하는 현상이 보인다. 따라서

가성소다와 소석회를 單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高分子

擬集潤와 병용해서 사용해야 하나 고분자 물질융 사용할 수 없는

청우 - 예) 고분자 물질용 COD가 매우 높기 때품에 쳐리수의

COD가 방류수의 水質基灌f直에 근컵할 경우 사용이 곤란해침 - 는

이의 사용이 불가농혜진다.

中和빼로 가성소다를 사용환 정우 최소한의 챔강현상융 보이려면

salt 농도가 30 ppmol 되어야 하며 침전조 상둥부에 미세한 잔류

floc이 없는 상태훌 유지하려면 salt 농도가 250 ppm이 되어야 했다.

소색회륨 中和薦l로 쓸정훈 salt 주입량이 중가활수확 천번척인 혐천조

상충부 용액에 미세 잔휴 floc이 없어 첫으나 가성소다의 경우에

비교하여 전반척으로 미세 殘留 floc들이 침천조 하부에 골고루

돼지는 청향이 었고 時聞이 지나감에 따라 상부로 미새 잔류 floc이

부유하는 현상올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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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Sludge settling phenomenon

(NaOH , acornic acid==60 ppm , salt==lOOO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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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Sludge settling phenomenon.

(NaOH , aιornic acid=60 ppm , salt=5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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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Sludge settling phenomenon.

(NaOH , acornic acid=60 ppm, salt=25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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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Sludge settling phenomenon.

(NaOH , acornic acid==60 ppm , salt== 125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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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Sludge settling phenomenon.

(NaOH , (\t;ornic acid=60 ppm, salt=3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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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Sludge settling phenomenon. (NaOH, aconllc acid=6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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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Sludge settling phenomenon.

(Ca(OH)z, acornic acid=60 ppm , salt=5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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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Sludge sealing phenomenon.

(Ca(OHh, acornic acid=60 ppm , salt=25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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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ludge settling phenomenon.

(Ca(OHh, acornic acid-6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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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Sludge settling phenomenon. (Ca(O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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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處理 結훌

본 pilot plant에서 A사 廣水를 사용하여 처리한 철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COD의 경우 훨수가 370 ppm 언떼 첨전조 상둥액은

178ppm으로 5 1.9%의 제거 했率을 보였으며 모래 여과기를 롱한

경우에는 12;, ppm으로 더 쩔어져 66.8%의 체거효율율 보였다.

環境保全法상 放流水 法定 基홉흩{直인 150 ppm율 만족하고 있었다.

Cr의 정우 원수가 140 ppm 인데 참전초 상둥액융 O.lppm으로

99.9%의 쩨꺼효옳율 보였으며 모래여과기를 통과한 후에는 약간 더

떨어져 0.08 ppm올 보였다. Cr의 環境保全法상 放流水 法定基藍f直인

0.5 ppm (청;~지역)융 만족하고 있었다. Fe의 청우 월수가 6 ppm

인데 청전조 상둥액용 0.08ppm으로 98.7%의 제거효율을 보였으며

모래여과기률 통과환 후에는 약간 더 떨어져 0.05 ppm을 보였다.

&의 環境保全法상 放流水 法定基훌f直인 2.0 ppm(청청지역)옳

만쪽하고 았었다. 끝으로 zn의 경우 훨수가 157 ppm 인데 첨전조

상풍액은 O.lppm으로 99.9%의 제거효율을 보였으며 모래여과기를

통파한 후에는 약간 더 떨어져 0.08 ppm융 보여 Zn의 環境保全法상

放流水 法定훌힐훌훌{直인 1.0 ppm (청정지역)율 만족하고 있었다.

표 6에서 보다시피 sand filter는 COD률 178ppm. 에서 123

ppm으로 Cr 0.1 ppm에서 0.08 ppm으로 Fe 0.08 에서 0.05 ppm으로

떨어 뜨리는 둥 효과를 발휘하고 었었으며 COD의 정우졸 고려할 때

sand filter의 ’킥합여 중요합융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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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中和劃로써 가성소다률 사용하고 있는 무기용집제인 alum올

6Oppm, 이와함께 고붐자용집제를 사용하고 있는 AA~ 현장의

放짧水률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COD 87 ppm, Cr 0.15 ppm, Fe 0.1

ppm, Zn 0.49 ppm 으로 모두 法定 放流水 基華f直훌 만족하고 있었다.

COD의 청우 본 pilot P뻐It의 경우 보다 약간 우수환 철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重金屬 Cr, Fe, zn의 경우는 본 pilot pi빼의 결파가 더

우수한 절과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童金屬 總量規짧g가 현실화 될

정우 ac빼ic acid process 가 重金屬 處理애 었어 比較優位륨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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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結論 및 建훌훌 事項

1. Lab - sc뼈e의 重金屬 處理 뽑究

가.A 社 鍵金I樓 魔水률 acomic acid를 이용하여 처리할 시 환경 보

전법상에 1명시된 放流水 lK質 基準f直 이하로 처리되었다.

나.A 社 鍵金工場 廢水를 acomic acid률 이용하여 重金屬율 처리할 시

最適 pH 톰 8.5 - 9.0 범위로 결청 이를 Pil마 Plant 품전에 척용하였

다.

2. Pilot plant 設計 및 建設， 運轉 結果

가. 廣水 處理 농력 2.4 론 / 일 의 도토려산융 이용한 pilot P뻐1t 률

껄계 및 건껄， 운천 하였다.

나· Pilot p빼t 셜계콜 휘하에 꽁쟁의 P & ID 와 equipment list, 공갱 배치도，

장치 셜계 등올 수행하였다.

다· Pilot plant 건셜을 위하여 천막 가건물 셜치， 철쩨 뼈se structure 셜치， 장

치 셜치， 配管， 配趣， 뿜l觸 system 짧置 둥올 훌훌行 하였다.

라· Pilot P뼈nt를 훈전한 결과 다옵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중화제인 가생소다， 소석회를 單獨요로 使用하면 生成된 floc 툴아 가

벼워 첩강이 되지 않고 부유하는 현상융 보얀다.

2) 중화쩨로 가성소다를 사용한 정우 최소한의 챔강 現홍을 보이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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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It 홈度가 30 ppm 이 되어야 하며 참전조 상둥부애 짧細한 -慶留

floc 이 없는 狀顧를 維持하려면 salt 농도 250 ppm 이 되어야 한다.

3) 소석희를 중화제로 使用활 경우 가성소다 보다 전반적으로 첨전조

상충부에 微細 殘留 floc 이 많아 보였다.

4) NaOH. aoomie acid = 60 ppm, 앓It =: 1000 ppm 율 使用한 境遇 상둥액

을 分析환 結果. COD CI 123, Cr = 0.08, Fe = 0.05, zn = 0.08 ppm

으로 모두 빵류수 法定 기줌치률 輔足하였다.

5) 본 pilot P뻐nt 運轉 結果는 중금속 處理에 있어 질채 塵業現樓의 처 리

수 보다 우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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