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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크기를 이용한 무필터 수처리 장치
1. 판매희망 기술정보
기 술 명 (국 문 )

버블 크기를 이용한 무필터 수처리 장치

기 술 명 (영 문 )

Filter-free water treatment device using the bubb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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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크기를 이용한 무필터 수처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공기 방울
크기 차이에 따른 부력 차를 이용하여 별도의 유수분리기 및 필터 없이 슬러지 및 유
수를 분리시키기 위한 '버블 크기를 이용한 무필터수처리 장치'에 관한 것임.
국문

마이크로버블, 필터, 수처리, 유수분리기

영문

Microbubble, Filter, Water treatment, Oil separator

대표
도면

기술 세부내용
청구항 1.
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세정수조와, 상기 세정수조 내 하부에 설치되는 버블 발생
대표
청구항

장치와, 상기 버블 발생장치를 제어하는 제어장치와..
(이하중략)
상기 제어장치의 중단신호가 있으면 종료하고 상기 제어장치의 중단신호가 없으
면 상기 (a) 단계로 돌아가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블 크기를
이용한 무필터 수처리 장치.

 종래에 유수 분리판이나 필터를 사용함으로 슬러지 및 유분에 의한 막힘 현상을 본 발
명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고, 에어 버블의 크기 차이에 따른 부력차를 이용하여 슬러지
기술의 효과

및 유수를 분리할 수 있음.
 밀리 버블 및 마이크로 버블을 교차로 발생시켜 효율적으로 슬러지 및 유수를 수면 위
로 부상시켜 스키머장치로 걸러낼 수 있으며,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하여 오폐수를 살균
시킬 수 있고, 살균에 의한 정수 효과가 있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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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구현 수준
 오폐수처리, 정수장, 축산농가
 선박용 유수분리장치
 수산양식 등

응 용 분 야

이미지출저 : Rakuten, 디스텍, 거림엔지니어링, STX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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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분리기의 유수분리판

5. 기술 및 시장동향

출처 : 2016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보고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수질오염방지설비 기술의 중소기업형 기술로드맵]
기 술 동 향

[Filtomate(이스라엘)]

[Micro Chip Filter(일본)]

[자동역세사 여과기(프랑스)]

[마이크로디스크필터(스웨덴)]

[국외의 대표적인 상용화 기술 및 제품]

 마이크로 버블에는 대전작용이나 저기가압효과 등의 특성에 의해 각종 산업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음. 특히 풍부한 용존산소를 요구하는 저수식양식장의 경우에는 고가
의 액체산소를 대체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고유특성인 대전효과에 따
라 미세기포가 정전기적으로 미세한 이물질까지 흡착하여 부상시킴으로써 피처리수의
탁도를 개선하게 됨
 제안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동일 또는 유사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
므로, 부분적으로 볼 때 본 제안기술의 일부를 구조 및 기능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
술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제안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신뢰성과 정
확성 등의 측면에서는 본 제안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Global Water Market

목표시장 동향

 수처리 설비의 경우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 수요가 비례하는 특성이 있음. 이에 선진국
및 중동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인도 및 중남미 지역에
서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됨.
 또한 산업 발전에 따라 산업 용수가 증대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처리 산업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수처리 플랜트 시장은 다수의 대형 업체들이 공개입찰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완
전경쟁체제로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가격경쟁력과 신뢰할 수 있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수행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
 수처리 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프로젝트 사업성 분석,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EFD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통해 남미 등 신규 진출 지역에서의 사업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사업 촉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신성장 동력으로서 수처리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심각한 수질오염문제, 인구 증가 및
산업화에 따른 물수요 증가로 인한 방안으로서 수처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수처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격경쟁력으로서, 보다 상세

해당 기술의
사업성 및 향
후
전 망 성

하게는 엔지니어링, 구매, 생산, 시공 등 각 Value Chain별 기술력과 이러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함
 수처리 산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간산업으로 지정하여 중장기 수자원 계획 등을 수
립하여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기간산업에 따른 사업추진이 진행되면 사업화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