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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살균장치 (Water Disinfection)

종합수처리 (Water Treatment Solution)

산업설비 (Industrial Process & Equipment)

Specialized in Water Treatment Solution and Products



회사연혁

환경부 혁신형 물기업 지정
환경부 장관 최우수상 수상

건설문화대상 수상
수로형 자외선 살균장치 특허등록
자동역세필터 성능인증 등록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공장 준공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이중여과방식 자동역세필터 특허 등록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선정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유치기업 선정
한국재료연구소의 광촉매 특허기술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경기도 광주시 공장 이전
벤처기업인증

자외선 살균장치 특허 등록

특허 등록 노로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미생물 살균처리장치 외 건
인증

와 체결
사 한국미생물학회와 노로바이러스 살균실험완료

와 체결
주식회사 미드니 설립 대표이사 최인종



기업사명 & 경영원칙

미드니는 신뢰의 가치를 존중하며, 맑고 푸른사회에 공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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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확립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 접근

지속성의 원칙

예술적인 완숙함 고객감동을 실현

상호신뢰성 원칙, 일과성 및 기회주의 배제

투명성과 도덕성의 원칙



특허및인증현황

특허I
노로바이러스 살균

특허II
지하수정수처리장치

특허III
자외선살균장치

특허 IV
광촉매코팅제조법

상하수도설비공사업

ISO 9001 
ISO 14001

수출프론티어기업인증 메인비즈인증서 이노비즈인증서 기계설비공사업

특허 V
역세필터

역세필터 성능인증특허 VII
캔들형자동역세

특허 VI
수로형자외선살균



엔지니어링솔루션자동역세필터

지하수정수장치종합정수처리장치

산업용정수시스템살균장치

수처리사업부

MDUV살균장치
HOD/AOT살균장치

종합정수처리시스템
순수, 초순수, 재이용

지하수, 지표수, 간이정수장 살균, 중금속, 이온교환

이중여과 자동역세필터 Engineer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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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UV 살균장치 / MDUV Disinfection Unit

기존 UV 살균기

본체 내부의 유체흐름이 균일하지 않음

 Dead Zone에서 살균이 불가함

MDUV 살균기

본체 내부의 유체흐름이 균일(특허등록)

 UV조사량 균일화로 살균력이 안정



MDUV 살균기술 / Advanced Monitoring System

Flow rate

Temperature

UV dosage (mj/cm2)

Lamp on/off

Lamp status

Running hours

Lamp lifetime

Time reset

자외선 조사량(UV Dose) 값에 따라

• 다양한 범위의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다

• 미생물 종류에 따라 살균에 필요한 자외선 조사량이 다르다

•



• “mj/cm2” means UV Dosage (Not UV intensity)

UV Lamp강도



MDUV 설계기준

 150mJ/cm2

미생물 살균에 필요한 UV 조사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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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불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사량

기존살균기 UV 조사량

~30 mJ/cm2

FDA 기준 UV 조사량

 120mJ/cm2

⇒ 기존 UV 살균기의 5배 이상의 살균력으로 노로바이러스를 비롯한 다양한 미생물 제어가 가능



관로형 하,폐수 UV살균장치 / Closed Chamber Type Dis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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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상수원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류수 수질기준인 총대장균을 제어하며 방류수 살균처리

소독제에 의한 생태독성을 저감할 수 있는 살균시스템으로 소규모 하, 폐수시설부터 대형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에서 하, 폐수 UV살균장치가 적용

UV Chamber

UV 챔버

Amalgam Lamp / Quartz Sleeve

고출력아말감 램프 / 석영관

Auto Cleaning System

석영관 자동 세척장치

Sampling Valve

샘플링 밸브

Drain Valve

배수밸브

Chemical Cleaning System(option)

화학세정장치(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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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형 하,폐수 UV살균장치 / Open Channel Type Disinfection

• 유량에 따라 확장가능한 유닛형 구조

• 효율성이 높은 아말감 램프적용

• 자동세척시스템 적용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최적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자 편의성

• 하, 폐수처리, 생활용수, 재이용수에 적용

• 소규모에서 대용량까지 시설의 증설이 편리

구분(처리용량/일) 총대장균수(개/mL) 생태독성(TU)

톤 일 미만 이하

톤 일 이상 지역 이하

지역 이하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HOD 살균장치 / Hydro-Optic Disinfection

• UV광원의 지속적 반사를 통해 살균효과를 극대화

• 120 mJ/cm2 이상 고도살균 가능

• 중압UV램프 사용

• US EPA 인증

• FDA PMO (A급 살균유 법령) 인증

• 코카콜라를 비롯한 세계유수의 식음료 회사 적용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운전

FDA PMO US EPA



HOD 살균장치 / Hydro-Optic Disinfection

UVT sensor
UV intensity sensor

Viewing Port
UV Lamp

Medium Pressure Connecting Box





먹는 물 수질기준(2018년)

일반세균(Colony Forming Unit) 100CFU/ml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총대장균군 ND/100ml 디클로로메탄 0.02

대장균 ND/100ml 벤젠 0.01

분원성 대장균군 ND/100ml 톨루엔 0.7

여시니아균 ND/2000ml 에틸벤젠 0.3

납 0.01 크실렌 0.5

불소 1.5 1,1-디클로로에틸렌 0.03

비소 0.01 사염화탄소 0.002

셀레늄 0.01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

수은 0.001 1,4-다이옥산 0.05

시안 0.01 경도 1000

크롬 0.05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

암모니아성 질소 0.5 냄새(소독외의 냄새) ND

질산성 질소 10 동 1

카드뮴 0.005 색도 5

보론 1.0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0.5

우라늄 0.03 수소이온 농도 5.8~8.5

페놀 0.005 아연 3

다이아지논 0.02 염소이온 250

파라티온 0.06 철 0.3

페니트로티온 0.04 망간 0.3

카바릴 0.07 탁도(NTU) 1

1,1,1-트리클로로에탄 0.1 황산이온 25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알루미늄 0.2

건강상
유해
영향
무기
물질

심미적
영향
물질

건강상
유해
영향
유기
물질

미생물

건강상
유해
영향
유기
물질

 2011년 비소 수질기준 0.05mg/L  0.01mg/L로 기준강화

 2019년 우라늄 수질기준 0.03mg/L  매분기 수질검사



오염원에 따른 정수장비 선정

일반세균 병원균

대장균 총대장균군 병원균

비소
피부손상 순환기계통

암 발생 위해성 증가

불소 우라늄 유아 반상치 유발 방사능물질

철 망간 착색이나 금속 맛을 내는 원인

질산성질소 호흡부족 유아청색증 유발

경도 탁도
소독장애를 일으켜 질병유발세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황산이온 설사유발

알루미늄 피부질환 유발



통합형정수처리장치 / 나라장터 조달등록제품

• 하나의 시스템으로 Multi Solution구현

• 원수 수질에 따른 처리방법 선택가능

• 특화된 UV살균장치

• 적은 설치공간, 패키지 시스템

• 쉽고 편리한 유지관리, 경제적 유지비용

• 통합형 처리장치로 다양한 수질오염원 제어

• 노로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미생물살균기를

구비한 지하수정수처리장치(특허)

Filter AG
Activated 
Carbon
Birm (Fe, Mn)

Softener, Nitrate , Arsenic, 
Uranium 

Microorganism
E.Coli, Viruses,
Bacteria

with Flowmeter
MD GW-050
조달물품등록번호 : 23056883



비소제거장치 / 나라장터 조달등록제품

• 간단한 설치로 탁월한 제거효과(99%이상)

• 재생제 및 추가펌프가 필요없음

• 적은 설치공간과 긴 여재수명(2년)으로 별도관리 필요없음

• 폐여재는 일반폐기물로 처리가능

• 초기투자비용이 저렴하여 유지비용이 낮음

• NSF61인증 여과재 사용

• 원수대비 회수율 99%이상 높은 처리효율

MDAR 50M 
조달물품등록번호 : 22424870/22424871 



중금속제거장치 / 나라장터 조달등록제품

• 원수중의 우라늄, 불소, 경도, 탁도, 질산성질소 등

유해불순물을 제거

• 원수중의 유해물질에 따른 여과재 선택가능

• 자동 역세 및 제어시스템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누구나 쉽게 관리가 가능

• 후단에 설치된 정밀여과장치를 통해 2차 여과

• 전력소모가 적으며 유지비용이 효율적

MD IX 030 / MD IX 050 

조달물품등록번호

23441342 / 23441343



급수시설살균장치 / 나라장터 조달등록제품

• 원수중의 일반세균, 대장균, 바이러스 등의 유해미생물 제어

• 비화학적 처리방식의 친환경 살균방식

• 2차 부산물 생성 및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음

MD TW20
조달물품등록번호 : 22424867

자외선살균장치

콘트롤 판넬

1

2

1

2

약수터 A형

약수터 B형



역삼투압장치 / 나라장터 조달등록제품

• Raw water feed pump

• Micro Filter

• RO high press. Pump

• RO vessel & membrane

• PH, Conductivity meter

• Flow indicators

• Flushing, Solenoid valves

• PLC control panel

MDRO BW050
조달물품등록번호 : 22662376 

MDRO BW020



종합정수처리장치 (수요자 맞춤형)

 수요자 맞춤형 + IOT기반 수질 모니터링 시스텀

 5 단계 여과, 흡착 + 2 단계 복합살균 시스템 구성

자동역세필터-> 다층여과, 활성탄여과, 중금속제어 - > 정밀여과, 자외선살균, 염소투입, 수질측정

좌) 2018 국제물주간 전시회

중) 400m3/일 정수처리장치 베트남 기증식 (2017.11)

우) 500m3/일 종합정수처리장치 시운전 (2018.09)

500m3/day (25 m3/hr)
for 2,000 residents



종합정수처리장치 (가변운전형 : 일반수질, 고탁도, 염지하수)

 일반운전 :  자동역세 – 다층여과 – 활성탄여과 – 중금속제거 – 자외선살균 - 염소투입

 고탁도 운전 :  파이프응집 – 경사판침전 -> 일반운전

 염지하수 운전 : 고탁도운전 -> 일반운전 -> SWRO운전

200m3/day (10 m3/hr) for Normal Condition
50 m3/day ( 2.5 m3/hr) for Saline Water Condition





자동역세필터/ Dual Stage Auto Back flushing Filter

• 원심분리 + 정밀여과의 2중 여과방식(특허보유)

• 입, 출구 차압에 의한 자동역세 기능

• 입자성 물질(50μm이상)을 95% 이상 제거

• 유동해석을 통한 최적화 설계

• 반영구적 수명의 Filter Element 

• 육안으로 필터 내부의 침전물 확인 가능

Technical Specification

Flow rate 10m3/h ~500m3/h (>500m3/h, on request)

Design temperature 4℃ ~ 75℃

Design pressure 6 bar

Filtration Level 50μm, 100μm

Filter Element SUS316L -Wedge wire screen

Filter Housing SUS304

Electric equipment Worm Geared Motor (220V, 1P), Control Valve

Different Pressure 0.2 bar (0.5 bar offset)

Control Panel

Control Valve

Sight Glass

Diff. Sensor

Motor

Air vent

Press. Gauge



자동역세필터/ Dual Stage Auto Back flushing Filter

1. 유입구를 통해 들어간 이물질들은 회전(원심분리)

하면서 분리,미세 이물질은 스크린에 의해 여과

2. 이물질이 쌓이게 되면 차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를

센싱하여 자동적으로 역세정이 진행되며 필터 외

부로 이물질 배출

(이중여과방식특허)

Basket Type Candle Type Basket Type Candle Type

(성능인증: 050모델)



산업용 RO 시스템 / Industrial RO System

• Chemical Dosing System 

• Micro Filter

• RO High Pressure Pump

• RO Module 

• CIP System

• Treated Water Supply System

• Full Automation & Control System

• PLC Touch & Monitoring 

BWRO,  SWRO

Tailor Made Solution

Design Flexibility

PLC Control & Touch Screen

User Friendly Operation

Easy Maintenance 



RO System Design & Manufacturing

BWRO,  SWRO

Tailor Made Solution

Design Flexibility

PLC Control & Touch Screen

User Friendly Operation

Easy Maintenance

Container RO System

20FT(40FT) Container 

Raw Water Feed Pump

Depth Filter / Ion Exchanger

Micro Filter

RO System

Chemical Dosing & CIP System

Treated Water Supply System

Full Automation & Control System
(남미 아이티 발전소 설치)

패키지 솔루션 / Packaged Solution



Water Treatment Solution 

Raw Water Pump

Micro Filter

RO High Pressure Pump

RO Unit

Chemical Dosing System

Mixed Bed Polisher

CIP System

Control Panel

*. OB맥주 청주공장
*. Deionized Water Plant

*. Industrial Water Plant

산업용 수처리시스템 / Industrial Water Treatment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재이용 실증플랜트 )

UF SystemMMF+ACF RO System UV Disinfection

Control Panel Safety Filter Chemical Dosing System

물 재이용 시설 / Water Reuse System



이온교환 및 여과장치 / Ion exchange & Filtration

적 용 여재 종류 특징 설계기준

비소제거
As Adsorption
Media

NSF 61 인증
화학약품 및 재생제 불필요

EBCT >3.0 Min
Freeboard >40%

경수연화
Strong Cation
Exchange resin

자동재생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

Tap water <100 ppm
Ground W. <200 ppm
50g/l,  Nacl 100g/l

질산성질소제거
NO3-N
Selective Resin

자동재생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

20 ppm every 4th day
40 ppm every 2nd day
20g/l,  Nacl 200g/l

철/망간제거 Birm
Fe/Mn에 선택적으로 적용

산소폭기 불필요
EBCT >3.0 Min

SV >20 l/hr

활성탄여과
Activated 
Carbon

냄새, 맛, 색도
EBCT >3.0 Min

SV >20 l/hr

다층여과
Filter AG
Anthracite

긴 수명의 여재
탁도저감

EBCT >3.0 Min
SV >20 l/hr

마이크로필터
Cartridge/
Filter Bag

20”, 30”
0.2 ~ 50 um



오비맥주 ACF System                   해태음료 정수장비 재이용설비 이에스세종 RO System

주요실적사례(산업용 종합정수처리장치)

크로네스 경수연화장치 GM 우즈 정수장치 말레이시아 순수제조장치 엠코 경수연화장치

해태음료 RO system 오비맥주 ACF System Haiti Container 정수장비 파키스탄 정수장치



오비맥주 RO System                    해태음료 RO System                      코카콜라 UF System 나이키 RO System 

주요실적사례(산업용 종합정수처리장치)

LG생활건강 RO System 연세우유 HOD살균장치 오비맥주 살균장치 오비맥주 경수연화장치

OKF HOD살균장치 해태음료 MDUV살균장치 김공장 정수처리장치 빙그레 MDUV살균장치



영월군 비소제거장치 H연수원 비소제거장치 과천시 비소제거장치 가평군 비소제거장치

주요실적사례(조달정수장비세트 150여개소)

삼척 비소제거장치 휴양림 비소제거장치 양평 우라늄 제거장치 영월 불소제거장치

군부대 비소제거장치 상주 비소제거장치 영월군 망간제거장치 광주 우라늄제거장치



.

A Member of KWCC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동 호

공장 연구소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길 물산업클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