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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ORGANO CORPORATION(東京都江東區)은 하수, 산업폐수 등의 sludge의 부피를 줄이는 기
술을 2001년도에 사업화할 예정이다. 약품 등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sludge의 재이용 기술, 오존처리
에 의한 용적 축소화에 기술에 추가하여, 고온·고압의 물을 활용한 超臨界水 酸化技術(Supercritical 

Water Oxidation: SCWO)로 유해물질을 완전히 산화시키는 공정을 접목하여 다른 기업체의 기술
과 차별시킬 예정이다. Sludge의 부피를 최소화하면 최종 처리 시설 또는 sludge 재이용 시설에 
sludge를 이송하는 물류 원가가 많이 절약된다. 

하수처리의 최종공정 뒤에 배출되는 sludge의 일부는 토양 개량제,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소각로의 처리공정을 거치거나 그 상태 그대로 최종 매립된다. 식품산업 폐수에
서 발생하는 sludge는 토양 개량제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sludge는 소각 
후에 최종 매립된다. 

일반적으로 sludge는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이용이나 최종 매립을 위하여 운송
을 하여야 하는데 수분을 줄일수록 경비가 절감된다. 지금까지 activated sludge에서 수분을 줄이는 
기술로는 sludge를 수조에서 침강시켜 바닥에 가라앉은 부분을 처리하는 침강식과 원심력을 이용하
여 기계적으로 탈수하는 원심식 탈수기술 그리고 sludge 소각기술 등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
은 sludge에 수분이 일정량 이상 남게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소각기술에서는 회분(灰分)이 남는 등
의 과제가 있었다. 

일본의 ORGANO CORPORATION의 기술은 가능한 한 외부로 배출하는 sludge의 량을 적게 해 나
가는 공정이다. 예를 들면, sludge를 초임계수산화반응에 의하여 처리를 하면 대부분 이산화탄소와 
무기염류 등으로 분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정 외부로 waste가 거의 나오지 않는 무방류 형 또
는 自己完結型의 공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엄격한 방류규제가 시행되는 閉鎖水域에 공장을 운
전하는 기업에 알맞은 공정이 된다. 물을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 임계온도과 임계압력이상으로 올리
면 (Tc=374℃, Pc=218bar) 超臨界狀態의 물이 되는 데 산소와 유기물이 완전히 하나의 狀
(homogeneous)으로 되어 물질전달저항(mass transfer resistance) 없이 산화반응이 일어나게 되
어 난분해성의 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활용이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ORGANO CORPORATION는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 초임계수 산화 sludge처리에 대
한 field test를 거쳐 상업화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 일본의 ORGANO CORPORATION는 1994년
에 미국의 MODAR(現, GENERAL ATOMICS)에서 기술을 도입한 Supercritical Water 
Oxidation Process를 활용하는 폐기물 처리 공정을 개발하여 왔다. 1998년 8월에는 초임계수산화
반응을 활용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수처리 플랜트(千葉縣 館山市의 닛테츠 세미
콘덕터 본사공장: 現, 日本 파운드리)를 건설하여 가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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