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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기술을 이용한 하폐수 고도처리 전문기업

l 친환경 UV 살균기 l

친환경 UV 살균기 장점

● 대전 하수 처리장에서 1년 동안 실증 플랜트로 대장균 100% 살균에 대한 실증 검증
● 환경부에서 위촉한 7인의 국내 저명 교수님들의 세밀한 실증 시설 현장 평가와 성능 평가
● 국내 1호로 첨단 수자원 - 고도 수처리 - 살균 분야 녹색 기술(제 GT - 12 - 00062 호)로 녹색 인증

l Environmentally Friendly UV Sterilizers l
● As a proven sewage disposal plant for a year in Daejeon, it was verified to disinfect 100% E. coli.
● Domestic renowned professors appointed by the Environment Ministry evaluated the proven facility and its
performance in detail.
● The first domestic high-tech - water resources – advanced water treatment – certified as green technology in
the sterilization field (No. GT - 12 – 00062)

l 친환경 UV 살균기와 UV 살균기 경제성 비교(소요동력, 전력비 비교)

Compare economic feasibilities between eco-friendly UV sterilizers and UV sterilizers
(Power and electricity costs.)

소요동력
Required Power

l 국내의 모든 환경 기준 준수

l 도시민이 쉴 수 있는 친수 공간 제공

•대장균 군 100% 살균으로 모든 환경기준을 충족한다.
•대장균 군 100% 살균으로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우수 월류수, 빗물 재이용을 위한 살균에 적용할 수 있다.

•용존산소가 풍부한 살균 하수 처리수의 방류 지점에 다양한 물
고기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모습을 제공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 시킨다.
•풍부한 용존 산소 함유수의 공급으로 강과 하천의 환경(생태계)
를 맑고 깨끗하게 보호 하며, 맑고 깨끗한 하천은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살균 후 살균된 하수의 용존산소가 증가한다.  강, 하천을 보호
하고, 자정작용에 도움을 준다.
•강과 하천을 죽이는 화학약품(염소)와 달리 풍부한 용존산소의
공급으로 강과 하천을 살린다.
•풍부한 산소의 공급으로 악취가 없는 맑고 깨끗한 살균처리수를
생성하여 도시 하천의 친수환경 증진에 기여한다.
•하천에 용존산소가 풍부한 살균 하수 처리수를 공급하여, 하천의
물고기들이 살균 처리수 속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경관을 제
공한다.

l 순수 국산 기술 - 녹색기술 1호
•처리장의 부지가 협소한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추가 배관 설치 없이 기존 방류조에 설치 가능하다.
•추가 시설의 증설 없이 기존 약품(염소) 소독시설을 이용하여 설
치 가능하다.
•친환경 UV 살균기는 용량에 제한이 없다.  50톤/일 이하부터
2,000만톤/일 이상도 가능하다.
•본체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환경 친화적이다.

(300,000 ㎥/day)

친환경 UV 살균기

기존 UV 살균기

Environmentally Friendly UV Sterilizer

Existing UV Sterilizer

53.5 ㎾

300 ㎾

용존산소 증가

용존산소 증가율 140 % 이상

용존산소 증가율 0 %

Rise in Dissolved Oxygen

DO Increase Rate ≥ 140 %

DO Increase Rate = 0 %

전력비 (년)

32,384,405원/년

201,214,799원/년

Electricity Costs (year)

KRW 32,384,405/year

KRW 201,214,799/year

인증서 및 특허증

Benefits of Eco-Friendly UV Sterilizers

Certificates and Patents

l 친환경 녹색 기술
•친환경 기술로 전기 소비량이 매우 적다.
•시설 설치가 간단하고 설치비가 저렴하다.  국내 기술로 개발
한 제품으로 설치비가 저렴하다.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가 용이하다.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며,
사후 관리가 용이하다.
•화학 약품(염소)처럼 발암성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환경에 유
익하다.

l Provide Waterfront Rest Space for Citizens

•Disinfect 100% coliform group
•It is possible to reuse of treated waste water by disinfecting
100% coliform group
•The sterilizer can be used for reusing overflows and rainwater.

•D iverse fishes can swim at the discharge spot of the
sterilized treated sewage water full of dissolved oxygen,
thus changing the citizens’ negative recognition of a sewage
treatment plant.
•The provision of water with abundant dissolved oxygen can
protect rivers and the environment (ecosystem) clearly and
cleanly, and the clean and clear stream improves an urban
landscape and provides a break area for citizens.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in sterilized sewage water
increases, thus protecting rivers and streams and improves
self-purification.
•Unlike chemicals killing rivers and streams, the provision of
abundant dissolved oxygen revitalizes rivers and streams.
•The plentiful provision of dissolved oxygen produces odorfree, clean and clear sterilized treated water, thus improving
the water-friendly environment of an urban river.
•The plentiful provision of the dissolved oxygen of the
sterilized treated sewage water makes it possible for fish to
live freely in the treated water.

•The disposal plant can be installed in a small space.
•Installation onto the existing discharge tank is possible
without additional piping systems.
•Installation is possible by using the existing chemical
(chlorine) disinfection system without additional facility
construction.
•The capacity is limitless ranging from 50 ton/day to over 20
million ton/day.
•The lifespan of the main body is semi-permanent.

l Eco-Friendly Green Technology
영문 녹색기술인증서

국문 녹색기술인증서

기술자료임치증

Patent

Certificate of Green Technology
in English

Certificate of Green Technology
in Korean

Deposit Certificate of Techn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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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물질을 생성하는 화학약품(염소)이 강과 하천을 죽이는
것과 반대로 건강한 하천을 유지하여, 강과 하천의 하류지역에서
강, 하천 물을 수원으로 하는 강 하류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l Meet every domestic environmental standard

lO
 ur Own Technology :
The First Green Technology

특허증

l 상수원의 보호

•Electricity consumption is very low.
•Installation is simple and the cost is affordable.  The
products developed by our own technology reduce
installation costs.
•Maintenance and follow-up management are easy. 
Maintenance costs are low and follow-up management is
easy.
•No carcinogenic substances are made unlike chemicals
(chlorine), thus useful to the environment.

l Water Source Protection
•Rivers and streams are killed by carcinogenic chemicals
(chlorine), whereas streams can kept healthy and clean by
our products, and the residents in downstream areas whose
water source comes from rivers or streams can enjoy healthy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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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UV 살균기와 UV 살균기 비교 (부지면적, 소요동력)

친환경 살균기와 기존 살균(자외선)기의 에너지 절감 효과

Comparis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UV Sterilizers with the Existing UV Sterilizers
(site area and required power)

Energy Saving Effect of the Eco-Friendly and the Existing (UV) Sterilizers
0.09

친환경 UV 살균기

기존 UV 살균기

Eco-Friendly UV Sterilizer

Existing UV Sterilizer

부지면적 0.145 ㎡
Site Area 0.145 ㎡

부지면적 0.375 ㎡
Site Area 0.375 ㎡

소규모 시설 (100 ㎥/일)

소요동력 136 W

소요동력 300 W

Required Power 136 W

Required Power 300 W

용존산소 증가율 140 % 이상

용존산소 증가율 0 %

DO Increase Rate ≥ 140 %

DO Increase Rate = 0 %

부지면적 3.25 ㎡
Site Area 3.25 ㎡

부지면적 3.28 ㎡
Site Area 3.28 ㎡

소요동력 2.5 ㎾

소요동력 10.2 ㎾

Required Power 2.5 ㎾

Required Power 10.2 ㎾

Small Facilities (100 ㎥/day)

대규모 시설 (11,000 ㎥/일)
Large Facilities (11,000 ㎥/day)

용존산소 증가율 140 % 이상

용존산소 증가율 0 %

DO Increase Rate ≥ 140 %

DO Increase Rate = 0 %

0.08
0.07
0.06
0.05
0.04
0.03
0.02
0.01
0

친환경 살균기
Eco-Friendly

전력사용량 (kWh/㎥)

0.033

Power consumption (kWh/㎥)

A사

B사

C사

0.072

0.084

0.072

l 친환경 살균기 용량별 전력 사용량 Power consumption by each capacity of eco-friendly sterilizers
구분

100 ㎥/d 이하

Division

≤100 ㎥/d

100 ㎥/d (One Bank)

1,000 ㎥/d (One Bank)

≤1,500 ㎥/d (One Bank)

0.033

0.033

0.0089

0.0080

전력사용량 (kWh/㎥)
Power consumption (kWh/㎥)

100 ㎥/d (One Bank) 1,000 ㎥/d (One Bank) 1,500 ㎥/d 이하 (One Bank)

※ 용존산소 : 용존산소(dissolved oxygen)는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물의 용존산소(DO)는 큰 것이 보통이다.
※ DO (dissolved oxygen) is the amount of oxygen present in water. Generally, unpolluted water has a high value of DO.

친환경 살균기와 기존 살균기의 차별성
Differences of the Eco-Friendly and the Existing Sterilizers

친환경 UV 살균기 적용 분야

Applications of the Eco-Friendly Sterilizers

•소규모 연못의 조류제어 및 정화 시설 처리수 살균 및 악취 제어
적용 가능 시설 : 골프장 연못, 호텔, 리조트의 소규모 연못 살균 및 악취 제어

•하수 재이용수 살균
적용 가능 시설 : 우수(빗물) 재이용 시설, 하수 재이용 시설

•우수 월류수 살균
적용 가능 시설 : 하수처리 구역 내 우수 월류수 살균

•하수, 오수, 폐수 처리시설 방류수 살균
적용 가능 시설 : 마
 을 하수도,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군부대 시설, 보건소, 병원, 호텔, 리조트, 요양원, 공공건물 등), 읍·면
단위 하수 처리시설, 대규모 하수처리 시설

•Remove alga in small ponds : disinfect the treated water of sewage disposal plants and remove
the odor

친환경 살균기

기존 살균기

Eco-friendly Sterilizer
자연 유하 흐름

Existing Sterilizer
동력 이용 유체 이송

Non-pressure flow.

Power driven fluid transfer

Applicable facilities: rainwater and sewage reuse systems.

대장균 살균 100% 살균

살균 후 대장균 잔존

대장균 100% 살균

E. coli remains after disinfection.

100% sterilization of E. coli

지상설치
(방류 관로 위치에 의존)

지중 설치로 부지 면적 감소

제품의 85%가 지중설치
(100% 지하화 가능)

관로형 살균기
Chamber Type

85% of products are installed
underground
(100% underground installation
is possible).

Ground-base installation
(relies on the discharge
chamber location).

Applicable facilities: disinfect the rainwater and overflows within the sewage treatment region.
 pplicable facilities: village sewerage, small-sized dirty water disposal facilities (military bases, public health clinics,
A
hospitals, hotels, resorts, sanatoriums, public buildings, etc.), eup∙myeon sewage disposal plants and large-sized
sewage treatment plants.

04 l Global Environmental Technology

Ground-base installation
reduces the site area.

대장균 살균 100% 살균

살균 후 대장균 잔존

대장균 100% 살균

100% sterilization of E. coli.

E. coli remains after disinfection.

100% sterilization of E. coli.

살균 수 내 공기 공급
Provision of oxygen to sterilized water.

•Sterilize rainwater and overflows.
•Disinfect the sterilized discharge water of sewage water, dirty water, and waste water disposal facilities.

Non-powered Transfer of Fluids.

100% sterilization of E. coli.

Applicable facilities : sterilize small ponds in golf clubs, hotels, and resorts and remove the odor.

•Sterilize the reused sewage water.

차별성
Difference
유체 무동력 이송

공기공급 없음
수로형 살균기

No Air supply

Channel Type

세로형 설치

가로형 설치

Vertical Installation

Horizontal Installation

살균 수의 공기 공급으로
살균 수의 용존산소 증가
The air supply to the sterilized
water increases the DO of
sterilized water.

세로형 설치로 부지 면적 감소
Vertical installation reduces the
sit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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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살균기의 대장균 제거 효율

Eco-Friendly Sterilizers’ Efficiency of Removing E. coli

100

대장균 제거효율 100%
100% efficiency of removing E. coli

Removing alga in small ponds and disinfect the sterilized water of purification facilities

변화율 (%)

Change Rate (%)

60

제품 구분 (One Bank)

비고

flow

Product division (One Bank)

Remarks

25 ㎥/d
50 ㎥/d
100 ㎥/d
250 ㎥/d
500 ㎥/d
1,000 ㎥/d
5,000 ㎥/d
10,000 ㎥/d
100,000 ㎥/d

GT-AL 25
GT-AL 50
GT-AL 100
GT-AL 250
GT-AL 500
GT-AL 1000
GT-AL 5000
GT-AL 10000
GT-AL 100000

중규모 시설
Medium facilities

(총) 대장균 군

대규모 시설

(E-) Coliform Group

친환경 살균기의 살균 수 용존산소 증가율

Large facilities

Sterilized Water’s DO Increase Rate by the
Eco-Friendly Sterilizers

150

140% DO Increase Rate
증가율 (%)

유량

Small facilities

40

0

Increase Rate (%)

구분
Division

소규모 시설

20

l 하수 재이용수 살균 제품

Sterilizing reused sewage water

구분

유량

제품 구분 (One Bank)

비고

flow

Product division (One Bank)

Remarks

50 ㎥/d
80 ㎥/d
100 ㎥/d
150 ㎥/d
200 ㎥/d
1,000 ㎥/d
5,000 ㎥/d
50,000 ㎥/d
100,000 ㎥/d

GT-SR 50
GT-SR 80
GT-SR 100
GT-SR 150
GT-SR 200
GT-SR 1000
GT-SR 5000
GT-SR 50000
GT-SR 100000

중규모 시설
Medium facilities

대규모 시설
Large facilities

용존산소

The variation in capacity
depends on the Bank’s
arrangement in a series or row.

Division
Small facilities

50

BANK의
직렬, 병렬 배치로
용량 증감

주) 조류 제어 시설 제외, 제품 규격은 현장, 수질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Note) Algae control systems exclude : product standards depend on sites and water conditions.

소규모 시설

100

0

DO

친환경 살균기

Eco-Friendly Sterilizer Models

l 소규모 연못의 조류제어 및 정화 시설 처리수 살균 제품

80

용존산소 증가율 140%

친환경 살균기 제품 모델

BANK의
직렬, 병렬 배치로
용량 증감
The variation in capacity
depends on the Bank’s
arrangement in a series or row.

주) 여과시설 제외, 제품 규격은 현장, 수질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Note) Filtering systems excluded : product standards depend on sites and water conditions.

Eco-Friendly Sterilizers

l 우수 월류수 살균 제품

친환경 살균기의 제품 (GT-OT 50, GT-SR 1000, GT-SR 1500)
Eco-Friendly Sterilizers (GT-OT 50, GT-SR 1000, GT-SR 1500)

● GT-OT 50 : Q : 50㎥/d, Ø : 27㎝, H : 83㎝
● GT-SR 1000 : Q : 1,000 ㎥/d, L : 100 ㎝, W : 50 ㎝, H : 150 ㎝
● GT-SR 1500 : Q : 1,500 ㎥/d, L : 100 ㎝, W : 50 ㎝, H : 185 ㎝

Disinfecting rainwater and overflows

구분

첨두유량

제품 구분 (One Bank)

비고

Division

Peak flow

Product division (One Bank)

Remarks

50 ㎥/h
80 ㎥/h
100 ㎥/h
150 ㎥/h
200 ㎥/h
300 ㎥/h
500 ㎥/h
2,000 ㎥/h
10,000 ㎥/h 이상

GT-CSO 50
GT-CSO 80
GT-CSO 100
GT-CSO 150
GT-CSO 200
GT-CSO 300
GT-CSO 500
GT-CSO 2000
GT-CSO 10000

소규모 시설
Small facilities

중규모 시설
Medium facilities

대규모 시설
Large facilities

BANK의
직렬, 병렬 배치로
용량 증감
The variation in capacity
depends on the Bank’s
arrangement in a series or row.

주) 여과시설 제외, 제품 규격은 현장, 수질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Note) Filtering systems excluded : product standards depend on sites and water conditions.

l 하수, 오수, 폐수 처리 시설 방류수 살균 제품

Sterilizing the discharge water of sewage, dirty water, and waste water disposal plants
구분

유량

제품 구분 (One Bank)

비고

Division

flow

Product division (One Bank)

Remarks

10㎥/d ~ 500㎥/d

GT-OT 50 ~ GT-OT 500

5,000㎥/d ~ 50,000㎥/d

GT-OT 5000 ~ GT-OT 50000

BANK의
직렬, 병렬 배치로
용량 증감

100,000㎥/d ~ 20,000,000㎥/d

GT-OT 100000 ~ GT-OT 20000000

소규모 시설
Small facilities

중규모 시설
Medium facilities

대규모 시설
Large facilities

GT-OT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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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SR 1500

GT-SR 1000

The variation in capacity
depends on the Bank’s
arrangement in a series or row.

주) 여과시설 제외, 제품 규격은 현장, 수질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Note) Filtering systems excluded : product standards depend on sites and wate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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