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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동기 (1973~1975) 1974.07   한국포리올㈜설립 (진양, Sanyo,Tomen합작)

회사설립, 공장건설 1975.11   울산공장 준공 (PPG 5,000MT/년, 국내최초)

2. 성장발전기 (1976~1989)            1977.09   EOA & PEG 제조 (국내 최초)

생산성 향상, 기술력 신장 1985.07   부설연구소 설립

3. 도약안정기 (1990~2002) 1992.06   대산 Ethanolamine공장준공

증산 체제 및 경영기반 확충 1995.11   ISO 9001 인증 (KMA-QA, TUV-CERT)

4. 재도약기 (2003~2007) 2003.01  대산공장, ㈜그린소프트켐으로 법인 분리

21세기 초일류기업을향한 도약 2004.01  전자재료공장준공 (Pad, Chemical)

2004.09  LCD 배향막 Rework액 TS-204 판매 (삼성전자) 

2004.11  ISO 14001 인증 (KMAR)

2006.06  CMP Pad 판매 개시 (삼성전자)

2006.12  중국남경공장준공

5. 새로운탄생 (2008~    ) 2008.09  KPX 케미칼㈜로사명 변경 (KPX그룹 체제)

2010.02  CMP Pad 제2 공장 완공

2010.07  연구소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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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PROCESS
■ PPG 반응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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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미생물을 이용한 고농도 독성 유기폐수의 생물학적 처리공법
(Bacterial Treatment Process)

高부하 (3 ~ 15 kg CODcr/m3.day) 처리
☞ 표준 활성오니공법 대비 10 ~ 20배 이상 고부하 처리

HMI(Human & Machine Interface)를 통한 관리의 자동화

외부 환경적 충격에 대한 높은 저항성
☞ pH : 4 ~ 9, TDS : up to 50 g/L, Temp : up to 55℃

특징특징

HBR[High-load Bio-Reactor] ProcessHBR[High-load Bio-Reactor] Process

낮은 운전비용 및 쉬운 유지 관리

맞춤형 미생물 공급



■ HBR 대상 폐수

☞ Polyol 생산 공정 폐수

☞ 페놀 수지 (Phenol Resin) 및 에폭시 수지 (Epoxy Resin) 생산공정 폐수

☞ MMA (Methyl Metacrylic Acid) 생산 공정 폐수

☞ BPA (Bisphenol-A) 생산 공정 폐수

☞ PO/SM (Propoylene Oxide / Styrene Monomer) 생산 공정 폐수

☞ 고흡수성 수지 (Acrylic Acid, SAP, NPG) 생산 공정 폐수

☞ PPG (Polypropylene Glycol) 생산 공정 폐수

☞ Spent Caustic (폐가성소다) 폐수

HBR 적용 대상폐수HBR 적용 대상폐수



신설 폐수처리장 개요신설 폐수처리장 개요

System Capacity System Capacity 

System 개요System 개요

 1차 생물학적 처리시설 : 25 m3/day

 2차 생물학적 처리시설 : 450 m3/day

 3차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및 방류 : 450 m3/day

 슬러지 처리시설 : Sludge(탈수Cake) 1.45 ton/day

 악취처리시설 : 60 m3/min

구분 특 징 비고

1차 : 고효율 미생물 처리
(HBR)

-특수 박테리아를 이용 고농도/독성 물질 함유 폐수 처리
-낮은 운전비용 및 안정적 관리
-외부 환경적 충격에 대한 높은 저항성

PU / VP / 
STM Flush

2차 : 일반 생물학적 처리
(일반활성슬러지법)

-일반 활성슬러지법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고농도/독성 폐수의 1차 처리수와 저농도 폐수를 처리 일반폐수

3차 : 물리.화학적 처리
(응집반응)

-생물학적 처리수를 물리화학적 (응집반응) 방법으로
최종 처리
-방류수질 기준 충족

4차 : 슬러지 처리 - 필터프레스를 이용하여 슬러지를 탈수 처리



설계 조건설계 조건

항목(mg/L) pH BOD5 CODMn SS TN TP

방류(허용기준) 5.8~8.6 ≦120 ≦130 ≦120 60 8

방류(설계기준) 5.8~8.6 ≦20 ≦30 ≦20 20 4

수질 설계 기준수질 설계 기준

폐수 발생 조건폐수 발생 조건

구분
폐수량 CODcr

비 고
[m3/d] [ppm]

PU 폐수 5 30,000

고농도 독성 폐수STM Flush 폐수 15 40,000

VP Drain폐수 5 50,000

일반폐수 425 700 저농도 폐수



폐수처리장 공정도폐수처리장 공정도

1차 고농도 폐수 처리 2차 저농도 폐수 처리 3차 물리화학적 처리

슬러지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