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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폐수 무방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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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폐수 무방류(Zero Liquid Discharge, ZLD) 시스템은 오염된 폐수를 처리한
뒤 방류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며 폐수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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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가지 폐수 처리 기술
화력발전소 폐수 무방류 시스템의 핵심기술은 다양한 폐수처리 기술의 교차
사용과 융합임. 각 화력발전소의 서로 다른 수질과 시스템 설정으로 폐수처리
방법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순환식 냉각수 고농축 배율 처리 기술
- 화력발전소의 순환 냉각수량은 전체 물 소비량의 60~70%임
- 순환 냉각수를 고농축 배율로 운전할 경우 냉각수 시스템의 석출 현상, 부식,
진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순환수 방류수의 재사용이 가능한 처리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 순환식 오수 배출법에서 폐수의 회수 이용은 본 기술의 핵심으로 여러 종류의
수질 조건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공정임
- 순환식 배출 처리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여러 화력발전소의 고농도 배출
배율의 순환수 방류수의 수질을 만족함

□ Sluicing Water 재사용 기술
- 현재 국내 대부분 화력발전소는 수력을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함
- Sluicing water의 재사용에 있어서 적합한 순환수 석출 처리 공정을 선택하는
것임

□ 오수 처리 및 재사용 기술
- 오수(생활오수, 석탄 폐수, 세차장 폐수 및 탈활 폐수)에는 염분, 염소 이온,
질소, 인, BOD 및 COD 함량이 비교적 높아 미숙한 처리 후 순환 냉각 시스템의
보충수로 사용하면 부식 악화, 석출 현상 발생과 미생물 번식 등 문제를 일으킴
- 오수 재사용 방법에 따라 적합한 하수 심층 처리 및 중수 재사용 공정을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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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산업 관리 기술
- 화력발전소 폐수 무방류의 전제조건은 발전소 공장 전체의 수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현재 중국 화력발전소의 업무 관리 수준이 낮고 폐수 유량 측정이 어려우며
제어 목표 및 관리 방법조차 없음
- 물 산업 관리는 발전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량과 수질에 대한 균일한 배분을
통해 폐수 재활용 처리 절차를 감소하여 처리 공정을 간소화함으로 폐수처리
비용을 줄이고 건설 및 폐수처리 원가를 줄이는 것임

□ 막을 이용한 폐수처리 기술
- 막(Ultra filtration, Microfiltration, Reverse osmosis)을 이용한 폐수 처리
방법은 고염분의 천연지표수 및 지하수 처리 실적은 많지만 화력발전소
폐수처리에는 국내는 아직 적용되지 않음
- 화력발전소 폐수는 양이 많고 성분이 복잡하며 제거 어려운 불순물 함량이
높으므로 막 기술을 활용하여 처리가 어려움
- 고함량 유기물 폐수 처리를 위해서는 내 오염 MBR 생물반응기를 개발하여
유입 수에 대하여 전처리 공정을 진행함

□ CEPT 신규 공정
- CEPT 공정은 고효율 시약을 활용하여 응집 기술을 강화하였으며 고효율
정화 설비를 통해 오수의 단계 정화를 실현함
- 단기간 적은 투자와 저렴한 운행비용
-

미국,

캐나다,

서유럽,

대만

및

홍콩

등

국가와

지역에서는

이미

공업폐수와 도시타운 생활오수 정화처리에 사용되고 있음. 본사에서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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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T

공정은

현재

국내의

화력발전소

공업폐수와

생활오수

처리에

사용되고 있음

출처:「베이지싱환경보호설비온라인」, 난징카이화전력환경보호유한회사, http://hbshebei.
bjx.com.cn/product/2859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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