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생명공학 개척자 Bruce Rittmann과 Mark van Loosdrecht, 2018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수상 

-- Bruce Rittmann 교수와 Mark van Loosdrecht 교수, 물 처리 및 폐수 처리 혁신 공로 인정받아 

2018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수상자로 선정 

(스톡홀름 2018년 3월 22일 PRNewswire=연합뉴스) Mark van Loosdrecht 교수와 Bruce Rittmann 

교수는 환경생명공학 기반의 물 처리 공정 분야에서 널리 인정받는 리더다. 이들의 선구적인 

연구와 혁신 덕분에 폐수에서 영양소와 기타 화학물질(귀중한 것은 물론 유해한 것까지)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적인 물 처리 공정의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다.  

Mark van Loosdrecht 교수는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의 환경생명공학 교수다. Bruce Rittmann 

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환경공학 명예교수이자 바이오디자인연구소 Biodesign Swette 

환경생명공학센터 소장이다.  

수상 소식을 들은 van Loosdrecht 교수는 “매우 흥분되고 기쁜 소식”이라며 “이 상은 우리의 

연구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물 부문에 대한 미생물 공학의 가능한 기여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심사위원단은 표창장에서 Rittmann 교수와 van Loosdrecht 교수의 

공로를 인정했다. “두 수상자는 물 처리 및 폐수 처리를 위한 환경 생명공학 기반의 공정 개발을 

개척하고 주도했다. 이들은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고자 물 처리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으며, 

방출이나 재활용을 위해 오염된 물을 정수하는 과정을 개선했다. 그것도 에너지 풋프린트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말이다.” 

두 교수의 연구로 새로운 폐수 처리 공정이 개발됐으며, 이 공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Rittmann 교수는 “전통적으로 오염 물질은 제거 대상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단지 잘못된 

장소에 놓인 잠재적인 자원으로 오염 물질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SIWI)의 소장 토그니 

홀름그랜(Torgny Holmgren)은 “Rittmann 교수와 van Loosdrecht 교수는 지구에서 인류가 당면한 

가장 도전적인 과제 중 하나인 ‘인간, 산업 및 생태계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이끌고 보여주며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8월 29일에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세계 물 주간에 열리는 왕실 시상식에서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가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의 후원자인 스웨덴 카를 16세를 대신해 Rittmann 교수와 van 

Loosdrecht 교수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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