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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정화 

대기정화 

중국-2015년1월1일부터 환경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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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중국) 
중국-2015년 1월 1일부터 환경기준강화 

(중국 현급 소도시 수로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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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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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휴스톤에서 개최된 국제환경과학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 수상 미생물 이용 
 
 
 
2. 녹조제거 및 녹조 발생 억제 기능 
 
 
 
3. 육각형 벌집구조의 결합으로 결속력이 우수 
 
 
 
4.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조립, 설치 가능 
 
 
 
5. 수상태양광발전산업 
   (육지에 비해 발전량 약 10% 증대) 

1-1.부유정화기 설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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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浮游净化器以六角的蜂窝结构装配体在上部植生，或者装上太阳光发电设备，将利用微生物的水质净化装置安装到下部，和通过植物和微生物的水质净化以通过太阳能发电的电力同时进行供氧，水质净化可以。使用浮游净化器的水质净化岛利用在ICEST获得优秀论文上的57种微生物，水质净化能力卓越。 有以出圃植物，组成不仅净化效率上升而且秀丽的经管的功能，组装安装作为需求者需要的形式可以。 浮游净化器安装过程如下。



1-1. 부유정화기 설치효과 
◇부유정화기 설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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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 SUN 

미국 
S사 

한국 
㈜세기종합환경 

기능 : 1. 대류효과 기능: 
1.대류효과 2.미생물효과 3.식생효과 

4.햇빛차단효과 5.태양광 발전 산업 효과 

1-2. 녹조의 3요소 

경쟁사가 대류효과만 있는 반면 SEGI는 5가지의 효과가 있는 우수한 기술이다. 7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綠藻的3个因素是氮的阳光。 阳光在它中成为綠藻的最主要的原因。作为竞争公司产品利用美国太阳能非的太阳光，有删除綠藻的产品，此循环，是用对流现象删除綠藻的方法。 不过我们的产品利用太阳光，循环用对流现象不但删除綠藻，而且通过微生物净化水质 多数安装浮游净化器，以宽面的切断睡眠的阳光，预防綠藻。 并且安装太阳光发电设备，制定太阳能发电小区，可以进行业务。



1-3. 녹조현황 

一. 한국 

二. 국외 

중국 - 2015년 1월 1일부터 환경기준강화 

(중국 현급 소도시 수로 30,000㎢) 

(팔당호 녹조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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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下面是韩国，中国，人道的綠藻照片。 到很多的八堂湖等湖韩国綠藻警报发布，因为綠藻成为严重问题。 中国和人道并且綠藻解决问题迫在眉睫。 



1-3. 녹조현황 
◇녹조의 독성 

▲ 녹조의 대규모 증식의 주 원인 시아노박테리아(남조세균)무리 ▲ cyanobacteria ，맹독성물질을 함유한 남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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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Lab규모 시험결과 

- 가동 전 - - 가동 후- 

◎ 포기 시 

◎ 비포기 시 

※ 비포기 시에 비해 약 2배의 높은 정화효율을 보인다. 10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是浮游净化器的Lab规模test测试结果。 放弃非放弃分进行实验。 像看见图表非放弃，当放弃的时候， 显示更高的处理效率。



1-5. 현장규모 시험결과 

◇부유정화기 수질정화섬 정화효과 – A구역 

※ 설치 전에 비해  
약 20%의 처리효율 향상 

(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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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9. 10 ~ 2014. 09. 29  
식재수종 : 노랑꽃창포, 부채꽃 

설치면적 :  30㎡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是浮游净化器水质净化岛的现场安装测试结果。 从实验向非放弃状态进行。 在安装前安装比较BOD显示20.5%，COD 19.3%，SS 40%，T-N 8.4%，T-P 0.54%的处理效率。



◇Y군 하수종말처리장 (비포기) 

◇B지역 (비포기) 

1-6. 시공사례 

◇A지역 (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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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Y君a地区，b地区，Y君污水终端处理场等以浮游净化器施工案例存在。





2-1. 수상태양광발전 현황 
◇수상 태양광 발전 현황 

구분 합천댐 금광저수지 
추풍령 
저수지 

미국 
A지역 

일본 
B지역 

이탈리아 
C지역 

용량 600kWp 460kWp 2,000kWp 477kWp 
200kWp 
90kWp 

200kWp 

-합천댐- -금광저수지- -추풍령저수지- -일본 아이치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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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태풍 시 안전성 확보,  
미생물, 식생, 순환 정화 필요 단순 햇빛차단 부유 발전시설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是获奖太阳能发电国内(韩国)现状。 目前韩国在陕川大坝和金光水库秋风岭水库等安装获奖太阳能发电小区。 尤其，金光水库世界最初是获奖旋转式太阳光发电厂竣工的位置。 公共企业提供贮水睡眠和用地技术和资本民间以投入的民间投资方式推进，节减国家预算，是生产环保能量新的模范事例。我们强度综合环境将获奖太阳光发电设备的浮游体和水质净化技术与现代DiJiTek者日元co.的太阳光发电技术融合在一起，开发具有太阳能发电和同时高的水质净化效率的获奖太阳光发电设备。



구분 설치면적 정화효율 효과 

태양광  
발전설비 
(100kWp 기준) 

1,200㎡ 1.5% 

1.발전-
144MWh/yr 
2.CO²절감 효

과 
3.CDM산업 

수질정화
설비 

태양광  
발전면적의 
수중공간  

이용 

50% 
1.수질정화 

2.녹조제거 및 
발생억제 

2-2. 미래형 수상태양광발전장치 
◇수질정화기능을 가진 수상 태양광발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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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将含水质净化功能的获奖太阳能发电装置设想为大约400平规模，将投入费用设想为3亿韩元程度。适用获奖专用太阳光模块，适用防雨型连接板。 利用GPS，追踪监视浮力筛子的位置，利用cctv 现场监督用mobile可以。 并且因太阳能发电电力亲自使用为水质净化设备的电源，所以水质净化装置的维护费少销售剩下的电力，所以创出利润可以。 并且同时进行水质净化和太阳能发电，所以是有独创性的技术。



2-2. 미래형 수상태양광발전장치 
◇잠재력 (한국)  

K- Water 
(정부계획수립 및 부분시공 완료) 

26.8 ㎢ 1,624MWp 

농어촌공사 저수지 32.6 ㎢ 1,976MWp 

지자체 소류지 9.4 ㎢ 570MWp 

계 
(면적대비 5%) 68.8 ㎢ 4,170MWp 

※ 4,170MWp는 고리원자력 #1호기~#6호기까지 설비용량과 동일 

16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当含水质净化功能的获奖太阳光发电设备使用K-water坝，农村工程水库，地方自治团体运营小溪等睡眠的5% 的时候 4，170MWp规模的太阳能发电小区安装可以。 此跟到环原子能的#1~#6的设备容量相同，所以含水质净化功能 获奖太阳光发电设备的潜力可以说无穷无尽。



◇시공사례 – 농촌진흥청 

2-3.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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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下面 2014年11月以在农村振兴厅安装过的施工案例在浮游净化器上搭载太阳光发电设备出圃植物在下部 以太阳光发电设备的电力运行放弃装置，循环搭载微生物接种的水质净化装置 提高水质净化效率。 



2-4. 미래형 수상태양광발전장치 
◇잠재력 (중국) 

- 설치 전 - 

Shanghai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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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후 -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m.blog.daum.net/dh194/2176&ei=ZFrAVKnmM-LNmwWctoGgCQ&bvm=bv.83829542,d.dGY&psig=AFQjCNHgxUyfQ4uUjAAzgZcJSwEsO7u56Q&ust=142197851098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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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산업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你好 是强度综合环境梁基海。 强度综合环境 1989年以强度公害开始，在水质汚染防止设施业注册之后开发莱曼音色，T.B Ball X-Band等 执行水原市数量原始，MaPoGuHong第布，很多的首尔市城北布等江河水质净化业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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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loating purifier ec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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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loating purifier eco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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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loating purifier solar power & wind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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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the lake 
purification 

Length – 54.5km 
Width – 21km 

300亿RMB/3years 
( 4.8 billion US$ , 5조원) 

2-7. Water purification 

(Korean society of beijing) 

(a deputy mayor ) 

Conference attendees  

Anhui hefei(安徽合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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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 54.5km 
Width – 21km 

Anhui hefei(安徽合肥) 2-7. Water pu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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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manguem(新萬金) 2-7. Water purification 

1.2billionUS$(74亿RMB, 1조 4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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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hu(江苏省 太湖) 2-7. Water purification 
Length – 70km 
Width – 59km Conference attend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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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nan Kunming (云南省 昆明湖) 2-7. Water purification 
Length – 40km, Width – 8km, Depth –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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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IGEA GBO Conference 

-IGEA 고문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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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IGEA GBO Conference – GBO Conference 



30 

2-8. IGEA GBO Conference – IGEA MOU 

-General secretary of UN- -President of IG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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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IGEA GBO Conference – IGEA 중국 현지 회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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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조원 SPC 사업 추진 중 (40MW × 10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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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8조 PROJECT    
◇최근 설계가 35억/MW (낙찰가 32억 6천만원, 농어촌공사) 

◇수익율 

태양광 금융권 

4억/MW · 년 · 35억 
(은행 금리 대비 8배 수익) 

5,040만원/년 35억 

·원금회수기간 10년 

◇40MW × 10기 × 6개 지역 
   40MW × 35억/MW × 10 × 6 = 8조 4천억 

     내용 
구분 수량 비고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0.5 
1.5 
2 
3 
3 

한국, 상해, 베이징, 운남, 
천진, 우석(태호) 지역 

계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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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SPC 구성 

㈜세기종합환경 기술 

전력 수급자(KDN 등) 자본 

금융권 자본 

정부 자본 

※ 경쟁력  
1. 수질 정화 효과 
2. 관광 공원 효과 
3. 중량저감 (213톤/MW) 

일자 내용 장소 

4/13 
8 billion US$ SPC project proclamation 

ceremony 
Water vision center 

(10:30~11:00) 

4/14 
Science and Technology Process 
 5.1 Ssesion (Speaker  Dr. Yang) 

EXCO 306 
(11:20~14:20) 

4/15 
Main ceremony & Contract for transfer of 

technology ( China) 
Water vision center 

(16:30~17:00) 



yansegi@gmail.com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以上结束发表。到现在倾听发表，感谢收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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