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

- 지속적 노출에 따른 체내의 축적

- 납을 기초로 한 합금을 분수식 음료수 공급장치, 샤워꼭지, 화장실 및 부엌에 수

도꼭지에 사용. 페인트.

- 식수의 납 허용 함량 : 15mg/L

비소

- 식품에 포함된 비소의 량은 동식물의 대사에 의존

- 비소는 많은 토양에 들어 있으며 식물이 성장함에 따라 축적된다.

- 미국 FDA는 조개의 비소 극한치를 76ppm으로 한정

- 독성의 비소 화합물에는 비소산 이온(AsO4
3-)이나 이비소산(AsO2

-)과 같은

이온이 들어있다.

납

- 지속적 노출에 따른 체내의 축적

- 납을 기초로 한 합금을 분수식 음료수 공급장치, 샤워꼭지, 화장실 및 부엌에 수

도꼭지에 사용. 페인트.

- 식수의 납 허용 함량 : 15mg/L

비소

- 식품에 포함된 비소의 량은 동식물의 대사에 의존

- 비소는 많은 토양에 들어 있으며 식물이 성장함에 따라 축적된다.

- 미국 FDA는 조개의 비소 극한치를 76ppm으로 한정

- 독성의 비소 화합물에는 비소산 이온(AsO4
3-)이나 이비소산(AsO2

-)과 같은

이온이 들어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 미생물이 일정 기간 동안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을

말한다. 물의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 박테리아와 다른 미생물들은 유기 화합물들을 신진대사작용을 하는데 산소가 필요

- 산소와 오존을 이용하여 BOD향상 가능

-미생물들은 유기물을 다음과 같은 최종 생성물로 변화 시킨다.

3.8 물의 오염 측정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 미생물이 일정 기간 동안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을

말한다. 물의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 박테리아와 다른 미생물들은 유기 화합물들을 신진대사작용을 하는데 산소가 필요

- 산소와 오존을 이용하여 BOD향상 가능

-미생물들은 유기물을 다음과 같은 최종 생성물로 변화 시킨다.



BOD의 증가 현상 및 수준



확인문제 3B



증류 과정

얼음의 결정

지하수가 공기에 노출되는 통기

고체 입자의 침전

모래를 통한 물의 여과

미생물에 의한 산화

희석

3.9 물이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방법

증류 과정

얼음의 결정

지하수가 공기에 노출되는 통기

고체 입자의 침전

모래를 통한 물의 여과

미생물에 의한 산화

희석



생분해성 물질 : 미생물에 의해서 좀더 간단한 물질로 분해될 수 있는 분

자로 구성된 물질.

생분해되지 않는 물질 : 미생물에 의해 쉽게 단순한 물질로 변화되지 않

고 환경에 남아있는 물질, 합성하여 생성된 유기 화합물.

생분해성 물질 : 미생물에 의해서 좀더 간단한 물질로 분해될 수 있는 분

자로 구성된 물질.

생분해되지 않는 물질 : 미생물에 의해 쉽게 단순한 물질로 변화되지 않

고 환경에 남아있는 물질, 합성하여 생성된 유기 화합물.



1차 폐수 처리 : 침전과 여과

- 하수에서 고형물질의 40~60%와 약 30%의 유기물질이 제거

2차 폐수 처리 :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작동

- 침전되지 않는 유기분자를 미생물로 처리

3차 폐수 처리 : 1, 2차에서 제거되지 않은 유독한 금속이온과 같은 무기

물질과 같은 생분해가 되지 않는 유기물질들을 제거

- 활성탄을 이용하여 생분해되지 않는 유기물질 제거 (흡착)

- 암모니아나 암모늄이온 제거 : 탈질소 박테리아 (Denitrifying bacteria)

3.10 물의 정화 과정

1차 폐수 처리 : 침전과 여과

- 하수에서 고형물질의 40~60%와 약 30%의 유기물질이 제거

2차 폐수 처리 :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작동

- 침전되지 않는 유기분자를 미생물로 처리

3차 폐수 처리 : 1, 2차에서 제거되지 않은 유독한 금속이온과 같은 무기

물질과 같은 생분해가 되지 않는 유기물질들을 제거

- 활성탄을 이용하여 생분해되지 않는 유기물질 제거 (흡착)

- 암모니아나 암모늄이온 제거 : 탈질소 박테리아 (Denitrifying bacteria)



1차 & 2차 폐수처리

- 침전과 연과 및 염소 살균 등



깨끗한 수돗물
뉴스
깨끗한 수돗물
뉴스



센물 : Ca2+ , Mg2+, Fe3+나 Mn2+이 존재시.

- 보일러나 온수설비 내에 침전물의 형성을 유발

- 비누를 불용성의 굳은 덩어리로 만드는 원인

- 물맛을 불쾌하게 함

- 탄산수소염이 들어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에 생기는 센물은 이산화탄

소가 들어있는 약산의 물이 석회암 (CaCO3)이나 백운암(CaCO3·MgCO3) 사

이에 흐를 때 발생

3.11 센물을 단물로 만들기

센물 : Ca2+ , Mg2+, Fe3+나 Mn2+이 존재시.

- 보일러나 온수설비 내에 침전물의 형성을 유발

- 비누를 불용성의 굳은 덩어리로 만드는 원인

- 물맛을 불쾌하게 함

- 탄산수소염이 들어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에 생기는 센물은 이산화탄

소가 들어있는 약산의 물이 석회암 (CaCO3)이나 백운암(CaCO3·MgCO3) 사

이에 흐를 때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