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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기술 소개1

위치도1.1 HAFO

HAFO =   DAF +   Ozone

탁월한 고액분리 능력탁월한 고액분리 능력 강력한 산화력강력한 산화력

High efficiency Air Flotation Oxidation

SS (부유물질)

T-P (총인)

Turbidity (탁도)

Algae(조류)

세균 및 바이러스 살균

색도유발물질 제거

악취 및 불쾌한 냄새 분해

BOD 및 COD 감소

유독/유해성물질 분해



1. 공사개요

기술 소개1

위치도1.1 HAFO

 HAFO 적용 분야
• 하·폐수처리장 방류수 살균 및 고도처리 공정(3차처리공정)

• 용수 재이용 공정(중수도)

• 염색/염료폐수 색도, COD 처리 공정 및 산업/가축분뇨폐수, 침출수 등의 생물학적 처리공정 전/후처리

• 맛/냄새 유발물질 및 난분해성 물질 처리 공정

• 정수장 소독 및 고도처리 공정 대체

• 마을하수도/간이 오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공정

(1) 기술의 개요

ㅇ 고액분리 능력이 우수한 부상분리법과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오존처리 병합 기술.

ㅇ 고압(5∼6kgf/㎠)에서 제조된 오존가압수를 마이크로기포발생장치를 통해 부상조로 유입시켜

유기물, 인, 색도, 탁도 및 살균/소독 등 처리.

ㅇ 특허 제10-1220539호, 특허 제10-1220540호.

(2) 기술의 장점

ㅇ 여과, 막분리, 자외선 소독 등의 공정에 비해 적용 범위, 처리효율 및 처리대상의 다양화.

ㅇ 96% 이상의 오존 소비효율로 인해 소독을 위한 오존설비의 감소 효과.

ㅇ 유기물, 인, 색도, 병원균등의 높은 처리효율로 인한 방류수역 수질향상 및 하수 재이용 극대화.

ㅇ HAFO 공정 내에서 발생되는 순산소 배가스를 이용하여 생물반응조 산소 공급



기술 소개1

HAFO Process
High efficiency Air  Flotation Oxidation Process

1. 공사개요위치도1.1 HAFO



1. 공사개요

기술 소개1

위치도1.2 TOP

TOP Process
Total Oxidation Process



1. 공사개요

기술 소개1

위치도1.3 기술 특징

구 분

개 요

기 능

및

특 징

부상슬러지제거장치 마이크로기포발생장치용해접촉장치

 수직용해조내처리수와가스의

접촉빈도를극대화 하여 포화

율(98%) 최대의 가압수 생성

 마이크로기포발생장치와의

연계로완벽한기포발생제어

 가스 주입량과압력조절로

가스 용해농도조절

 고농도 산화성가스주입이

가능한가압장치와연계구성

 부상된 플럭을슬러지수집조

로 이송하여제거

 왕복 대차식으로 수표면의

부상슬러지의안정적처리

 부상조 커버내설치타입으로

완벽한씰링및 유지관리용이

 유입수 수질및 부상슬러지

상태에따른제거속도 조절

 에너지 소모량이적음

 용해조에서생성된가압수를

배출하여마이크로기포발생

 이중구조의다공 타입 으로

플럭과의안정적인결합유도

 거대기포발생없이지속적인

마이크로기포발생

 막힘 현상이없고 세척이 가능

하며 교체가불필요한 반영구

적 기포발생장치



1. 공사개요

기술 적용2

위치도2.1 HAFO

◐ 보령 가축분뇨폐수처리장

< 원 수 > < HAFO 처리
수 >

HAFO 처리수

항 목
유입수
(mg/L)

처리수
(mg/L)

처리율
(%)

CODMn 641 72 98.8

SS 411 10 97.6

T-P 126 49 61.1

색도 755 38 95.0

일반세균 무수히多 0 100.0



1. 공사개요

기술 적용2

위치도2.2 TOP

5ppm 접촉
150(CU)

6ppm 접촉
112(CU)

8ppm 접촉
72(CU)

침전지 유출수
498(CU)

14ppm 접촉
35(CU)

TOP PLANT 적용 사례 : P 염색공단 폐수처리장
(오존 투여 농도 변화에 따른 처리수 색상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