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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령 주요 개정내용 TOC로전환이유

- CODMn은산화율이낮아 유기물질총량
관리에한계가 있음

- 공공수역 TOC생활환경 기준연계 및체계적
유기물관리를위해 TOC 도입 필요

- 수질측정관련 선진기술 및제도도입으로
정부와민간의 수질관리효율 제고

90%이상(실시간)

30~60%(0.5~1시간)

41. TOCA-500 소개배경



TOC 적용 유예기간 TOC 도입 기대효과

※ COD와 TOC 비율, 농도를 조사 ∙ 분석하여 기준 설정

- 폐수배출시설

- TOC 수질자동측정기기(TMS)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51. TOCA-500 소개배경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8호, 2020.06.29)

총유기탄소
TOCA-500

총인
TPNA-500P

총질소
TPNA-500N

수소이온농도
HKP-200

부유물질
HKU-200

신규 통신표준규격(2020.06.29) 반영

수질TMS 5가지성분에대한측정기기형식승인취득완료

61. TOCA-500 소개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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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개및특장점



측 정 방 식 열 연소 산화방식 NDIR에의한 CO₂ 감지

측 정 범 위 0-225 ㎎/L

최 소 검 출 한 계 0.01 ㎎/L 이하

최소측정주기 5분 (최대 60분)

산 화 방 식 고온연소산화방식(990℃이상), 세륨촉매

재 현 성 ± 2% F.S

직 선 성 ± 2% F.S

시 료 주 입 방 식 정량펌프에 의한 OVER FLOW 방식 (특허)

분 해 능 0~1mg/L 미만 0.0001mg/L

1~10mg/L 미만 0.001mg/L

10~100mg/L 미만 0.01mg/L

100mg/L 이상 0.1mg/L

가열안전 장치 온도 조절기에 의한 가열로 차단 가능

교 정 (2 point) 제로 교정 : 증류수 교정, 스팬 교정 : 표준액
교정

유 량 유 입 (MFC) 호리바 MFC 사용, 국내 생산 라인 보유

시 료 량 / 운반기체 160㎕ / 소형 다이어 프레임 펌프

측정라인 최대 2CH 측정 가능

데 이 터 출 력 4-20mA / RS232C

화 면 컬러터치 패널 (한글)

크 기 550(W) X 510(D) 1610 (H)

무 게 85KG

2. TOCA-500 소개 및 특장점

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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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부

가열,반응 및 계량부

냉각 및 방해물질 제거

필터, 전처리부

 Compact 한 설계, 간편한 유지보수

제품 구성

92. TOCA-500 소개 및 특장점



시료수
50mL계량

고온연소산화
990

NDIR 측정
CO2

농도출력

무기탄소제거
(염산 0.5mL 사용)

Overflow방식
(셈플계량 160uL)

방해물질 제거
(수증기 및 할
로겐화합물)

운반가스공급

구리+아연

 호리바독자기술 (특허)

측정 방식

자체내장된소형다이어프레임펌프사용

102. TOCA-500 소개 및 특장점



rights reserved.

분석부

계량부
가열,반응부

냉각부

TIC, POC 제거

수증기, 할로겐화합물제거

TOCA-500 유로도

112. TOCA-500 소개 및 특장점



형식승인 성능 시험 결과

• 저농도에서 우수한 성능

: 최소검출한계 0.01mg/L

• 제로드리프트 최소 분석기

: 제로드리프트 0.1%

• 무기탄소 간섭 시험
: 간섭시험 0.1%

현존형식승인인증제품중가장우수

122. TOCA-500 소개 및 특장점



측정 중

메뉴 구성과 계량방식

• 호리바 TMS 측정기기 메뉴 구성 일원화

• COD, TN, TP 분석기와 동일하여 유지관리 용이

• 시인성 좋은 화면 구성과 터치 판넬

• Overflow (Tube) 계량 방식 / 호리바 특허

• 외부 요인에 의해 변하지 않는 계량 정확성

• 계량 정밀도가 매우 높고 오염에 강함

• 유지 보수 간편 (튜브 교체)

• 자동 세정 기능 탑재로 전 시료의 영향 없음

132. TOCA-500 소개 및 특장점



연소관 및 온도 제어

• 우수한 단열 능력, 주변 온도 항시 25도 내외로 유지

• 2중 세라믹 연소관 사용

- 내열성 (1000도이상)

- 고강도, 내화학성 (강산, 강염기)

• 가열 안전장치

- 온조기에서 온도 정보를 메인 CPU로 보내며
이상 가열 시 이상온도를감지하면 즉시가열로를
멈추도록 설계

142. TOCA-500 소개 및 특장점



기존제품

설계변경

하부가 좁아져서 염성분이 쌓이는 현상 발생
( I ) 일자형 구조로 변경하여개선

하부에 위치한 염제거유닛에
염분이 가루로 쌓이는구조

유지보수시 쉽게탈착하여
제거 가능

2. TOCA-500 소개 및 특장점

연소로 구조 변경 (염분대응)



국내생산라인 보유

MFC 유량제어

• HORIBA MFC / 운반가스 유량 조절

• 전세계 점유율 30%

•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한 유량 조절에 탁월

•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고품질의 유량계

152. TOCA-500 소개 및 특장점



TOCA-500의장점

국내

생산라인
보유

신뢰성
향상

사용자
편의

- 전 메뉴 한글화로 측정과정 이해도 향상

- 간단한 내부 구조로 유지관리 편리

- 자체내장된 소형다이어프레임펌프를 사용하여

별도의캐리어 가스필요 없음

- 최소 검출한계 0.01 ㎎/L 이하 정밀측정 가능

- 측정범위225mg/L다양한 현장 적용 가능

- 장비개발 및 기술지원팀 상시 지원

- 수질 TMS 컨테이너제작 서비스

162. TOCA-500 소개 및 특장점

- 국내유일 수질 TMS Full Lin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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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주묻는질문



1) 고온연소 산화방식과 습식 산화방식의 차이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총 유기탄소 측정 시험법>

열 연소 산화방식 (고온연소산화법) 습식 산화방식 (과황산UV법또는 과황산열연소법)

시료 적당량을 산화성 촉매로 충전된 고온의 연소기

에 넣은 후에 연소(550℃이상)를 통해서 수중유

기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산화시켜 정량

UV 분해용기에 시료 주입 후 과황산 용액을 주입

하여 수중의 유기물과반응시켜 라디칼 생성 및

생성된 라디칼이 탄소종을 분해하는 반응 + 자외

선 산화 반응

• 시료 성상의 영향이 적고 난분해성 및 화학적 내성이 강한 물질도 측정 가능

• 상황, 조건에 따라 산화효율이 달라지는 습식산화법 대비 고온연소산화법은 산화효율 일정

• 지속적 강화가 예상되는 환경관련법에 대응은 적용범위가 넓고 다양한 고온연소산화 방식 유리

• 환경공단 상대정확도 검사 기준인 고온연소산화 기준을 습식산화방식 장비로 달성하기 어려움

• 사용시료 및 시약 양이 적어 폐수 발생 저감 및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를 받지 않음

183. TOCA-500 자주 묻는 질문



• UV-산화가 열연소산화에 비해

평균 13.8%낮은산화율을 보임

• UV-산화가 열연소산화에 비해

평균 9.01 % 낮은산화율을 보임

<총유기탄소 분석의 산화방법 비교 (한국환경분석학회, 2009)>

2) 고온연소 산화법 추천이유?

<담수 중의 총유기탄소 분석법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05)>

193. TOCA-500 자주 묻는 질문



3) 세라믹 연소관과 석영 연소관의 차이점은?

세라믹 연소관 방식 석영 연소관

형태

촉매

비교

세륨촉매

- 백금촉매에 비해 산화력은 부족하지만, 990도 고온 유지 기술
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완

- 백금촉매에 비해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백금촉매

- 680도의 부족한 산화력을 백금촉매를 활용하여 보완

- 백금촉매는 산화율이 우수하지만,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유
지관리 비용 증대됨

- 내열성 (1000도 이상) 및 고강도, 내화학성

- 일자형 구조로 변경하여, 염성분 축적 현상 개선

- 하부에 위치한 염제거 유닛에 염분이 쌓이면, 탈착하여 제거 용
이 (염 주기적 관리 시, 연소관 교체주기 증가)

- 하부가 좁아지는 구조의 경우, 염성분 축적되기 쉬움

- 하부 염성분 축적될 경우, 연소관 분리 혹은 파손 가능성 증가
(라인 막힘 상태에서 에어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압력 누적)

203. TOCA-500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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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레퍼런스및서비스



*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 2sets (2021.07)

*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 2sets (2021.09)

* 삼성전자 미래기술캠퍼스 R&D Center : 4sets (2021.10)

* 울산시용암폐수처리장 : 3sets (2021.10)

* 전라남도 광주시 에너지벨리 폐수처리장 : 1set (2021.09)

* 바이오에너지팜아산 : 1set (2021.09)

* 한솔제지 장항공장 : 1set (2021.12)

* 와이솔 오산공장 : 1set (2022.02)

* 혜성DS : 1set (2022.04)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 1set (2022.05)

*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 1set (2022.05)

* 신창제지 아산공장 : 1set (2022.07)

* 신우에프에스 : 1set (2022.06)

* 홍주미트 : 1set (2022.06)

* 진천군 하수처리장 : 2sets (2022.06)

* 청주시 하,폐수처리장 : 11sets (2022.06)

* 삼화제지 : 1set (2022.06)

*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 3sets (2022.06)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 2sets (2022.06)

*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 2sets (2022.06)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 4sets (2022.07)

* 도드람LPC : 1set (2022.07)

주요 실적 TOTAL 49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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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 1set (수주 완료)

*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1set (수주 완료)

주요 실적 TOTAL 49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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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TMS 컨테이너 생산 및 지원

본 사 경기도 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 228번길 14
SK V1 Tower A동 1009호

경기지사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246 

군포에이스더블유밸리 1011,1012호

호남지사전라남도여수시좌수영로 945  

TEL : 070-7688-7488 FAX : 070-7610-2844

WEB : www.mcmast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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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 288번길 14, SKV1타워A동 1009호

경기도군포시 부곡동 1246 군포에이스더블유밸리 1011,1012호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45

T. 070-7688-7488 www.mcmasters.co.kr

http://www.mcmaster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