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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오염수의 정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정화 처리조는 정화 영역에, 표면상에 직경이 1 
내지 5 cm 인 개공부 다수개와 이들 내부에 서로 연락되는 다수개의 연결로를 가지며, 개공부 각각이 적
어도 하나의 연락로에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괴상 정화 부재를 충전한다. SS, BOD 등을 함유한 오염수를 
공급하여 괴상 정화재와 접촉시키면서 정화 영역을 통과시킨다. 이와 동시에, 소정 간격으로 정화 영역의 
저부로부터 산소 함유 기체를 미세 기포로서 상승시켜 유동하는 오염수의 흐름이 산소 함유 기체의 미세 
기포와 서로 거의 수직하는 방향으로 접촉시켜서, 정화재의 표면 및 정화재의 내부 각각에서 호기 처리와 
혐기 처리를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정화 처리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오염수의 정화 방법 및 정화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오염수 정화조의 한 실시 형태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제2도는 본 발명의 괴상 정화재(massive purifying member)의 모식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오염수 정화조의 다른 실시 형태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제4도는 본 발명의 오염수 정화조의 또다른 실시 형태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A : 기체 확산(diffusion) 구역            AN : 기체 비-확산 구역

S : 정화 영역                                   1 : 괴상 정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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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골재                                          3 : 개공부

10, 20, 30 : 정화조                         11 : 유입 수로

12 : 배출 수로                                 13, 23 : 기체 확산 파이프

14 : 유입수 정류벽                          15 : 배출수 정류벽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오염수의 정화 방법 및  정화 장치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오염수를 호기 처리
(aerobic treatment)하는 동시에, 오염수로부터 부유 미세 고형물(오염 물질)을 분리 포획하여 혐기 처리
(anaerobic treatment)하여 오염수를 정화시키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 폐수 또는 그것으로 오염된 하천수 등의 오염수를 정화하는 각종 방법들이 제안되고 실시되어 왔
다. 이러한 오염수 정화 방법은, (1) 물리적/ 화학적 처리 방법과 (2) 생물적 처리 방법으로 대별된다. 
물리적/화학적 처리 방법으로는, 예컨대 오염수중의 부유물등을 침전, 여과 등의 방법에 의해 분리 제거
하는 방법, 화학 시약을 사용하여 오염수중의 오염물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무해하게 만드는 방법, 및 
응집 또는 침전시켜 분리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생물적 처리 방법에는, 예컨대 생물막 또는 활성 
오니(sludge)를 사용하여 오염수를 호기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물을 블록형(flocculate)으로 침전, 분리 및 
제거하는 방법, 또는 오염수를 혐기 처리하여 오염물을 소화(액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생물적 처리는 자연계의 미생물 분해 작용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반응이 느리긴 하나, 화학 시약을 사용하
지 않기 때문에 화학 시약에 의한 각종 폐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물적 처리 방법이 널리 사용
되어 왔고, 이 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활성 오니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폭기(aeration) 공정 및 침강 분리 공정의 2 공정을 중심으
로 하여 각종 방식이 제안되어 실시되고 있다. 담체에 생물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에서는, 각종 담체가 제
안되었다. 예를 들면, 일본 특개소 제63-310696호에는 호기 상태와 혐기 상태를 동시에 형성하는 규평의 
중공 담체가 제안되었다. 또한, 고 표면적의 벌집형 구조를 지닌 중공 원통형 부재를 이용하여 호기성 및 
혐기성 상태를 형성하는 호기/혐기 처리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종래의 생물적 처리법은 모두 정화 처리의 전 공정에서 적어도 약 5 내지 11 시간의 장시
간을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활성 오니법 및 담체의 표면에 형성시킨 생물막에 의한 호기성 
처리법은, 미리 침전지를 설치하여 소정의 침전 처리를 수행한 후, 호기 정화 영역에서 수시간 이상 체류
시키면서 처리함으로써 소정의 환경 기준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활성 오니법으로는 약 2시간 정도 폭기 
처리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BOD 제거율이 저하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또한, 상기 제안된 
중공 담체를 사용하는 호기/혐기 정화 처리 방법은, 중공 내부와 외부의 연락을 위해 설치된 구멍의 지름
이 0.05 내지 1mm로서, 중공 내부로의 오염수의 유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담체 내부 공간에서의 혐기 처
리도 보다 긴 시간을 요하여 효율적이지 않다.

오염수의 생물적 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오염 하천수를 정화시키기 위해 하천 부지를 이용하여 
하천수를 정화하는, 소위 역간(inter-conglomerate)접촉 산화법이 제안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 역간 접촉 
산화법은, 하천의 사리 등과 같은 역암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갈층을 형성시키고, 생물적 하천수를 역
층에 유통시켜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와 SS(부유 미세 고형물)를 크게 감소시
킬 수 있어, 오염된 하천수 등의 정화법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본 발명의 발명자는, 상기 역간 접촉 산화법의 정화 기술을 거대한 하천 부지를 이용하는 대형 시설이 아
니라, 일반적인 수처리 장치용으로 실용화시키면서, 오염수를 효율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처리 방법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였다. 그 결과, 발명자는 종래의 오염수 처리 방법과는 전혀 다른 정화 처리 시스템을 
형성하는 분리재를 개발하였고, 이미 일본 특개평 제3-221110호에서 분리재와 이를 이용한 오염수의 처리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일본 특개평 제6-343990호에서는, 오염수 중의 유통하는 유체로서의 부유 
미세 고형물의 거동을 근거로 하여 유동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오염수중에서 부유 미세 고형물
을 분리 제거하는 유동-분리 현상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동-분리 방법 및 유동-분리 부재를 제안하였다.

전술한 유동-분리 부재 및 유동-분리 방법은, 오염수를 표면에서는 호기 처리하고, 부유 물질(SS)를 비교
적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유동-분리 부재에 포획하여 분리 제거하는 동시에, 포획된 유기성 SS를 내부 공
극에서 혐기 처리하여 액상 가용화시킬 수 있으므로, 오염수를 간편하게 단시간에 걸쳐 1 단계로 정화 처
리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처리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SS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지만, 유동-분리 부재의 표면적이 전술한 역간 접촉 산화법보다 
더 확대되기 때문에, 유동-분리 부재의 표면에서 행해지는 호기 처리가 향상됨으로써 BOD 제거율도 효과
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정 오염수에만 적용되고, 특졍 필요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는 관점에 있어서 효과적인 작업이 아니다. 특히, 다량의 BOD를 함유한 오염수를 소정의 BOD 제거율로 단
시간 정화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본 발명자는 상기에서 제안한 방법 및 각종 종래 방법의 오염수 정화 처리 방법을 검토 및 고찰
하여, 단시간에 걸쳐 정화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오염수에서도 BOD와 SS를 모두 높은 제거율로 감
소시킬 수 있는 정화 처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 본 발명자는 소정의 정화 부재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정화 영역에서 소정 간격으로 기체 확산을 수행함으로써 단시간내에 오염수로부터 BOD
와 SS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알았고, 이를 근거로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정화재의 표면에 지름이 1 내지 5 cm인 다수개의 개공부와 이들 내부에 서로 상호연결
된 다수개의 연락로 (interconnecting channel)를 가지며, 상기 개공부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연락로에 
연속적으로 연걸되는 괴상 정화재를 오염수를 유통 정화하는 정화 영역으로 충전시키는 단계, 오염수를 
정화 영역에 유통시켜 상기 괴상 정화재와 접촉시키는 동시에, 정화 영역의 저부로부터 소정 간격으로 산
소 함유 기체를 미세 기포로 상승시켜 유동하는 오염수의 흐름을 산소 함유 기체의 미세 기포와 서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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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직으로 접촉시키는 단계로 구성되는 오염수 정화 방법을 제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오염수 정화 방법에 있어서, 정화 영역은 오염수가 유입되는 유입부와 유출되는 유출부
와의 사이에 형성되고, 상기 유입부 및/또는 유출부에 오염수 흐름을 정류화(整流化)시켜 유출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화 영역에서 오염수의 체류 시간은 10 내지 120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산소 함유 기체를 미세 기포로서 상승시키는 소정 간격은 5 내지 100 cm 범위가 바람직하고, 
이 간격은 처리하고자 하는 오염수의 오염도에 따라 상기 범위내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전술한 오염수 처리 방법에 의해 처리된 정화수를 괴상 정화재가 충전된 비-확산(non-
diffusion) 정화 영역에 유통시켜서 정화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수 처리 방법이 제공된다. 이 
경우에, 비-확산 정화 영역은 상기의 정화 영역 유출부의 후단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덮개(있거나 또는 없을 수 있음)와 둘레벽에 의해 소정 용적을 제공하는 오염수 
처리 장치는, 오염수의 유입부; 처리수의 유출부; 유입부 및 유출부에 각각 배치된 정류 부재; 상기 유입
부와 유출부 사이에 배치된 정화 영역; 유입부로부터 유출부를 향하는 방향에 대해 거의 수직하도록 정화 
영역의 저부에 소정 간격으로 배치된 기체 확산 파이프; 및 상기 정화 영역에 충전되어 있고, 표면에 평
균 지름이 1 내지 5 cm인 개공부 다수개와 이의 내부에 서로 연락되는 다수의 연락로를 가지며, 상기 개
공부는 각각 적어도 하나의 상기 연락로와 연속하여 연결되는 괴상 정화재로 구성된다.

전술한 본 발명의 오염수 정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괴상 정화재는, 작은 지름의 골재가 서로 접합되어 
지름이 약 7 내지 15 cm인 거의 구형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소정 간격은 5 내지 100 cm
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전술한 오염수 정화 장치에 있어서, 오염수를 유입부로부터 공급하여 정화 영역에 유
통시키면서, 동시에 정화 영역의 유입부 측의 전단부에서 기체 확산 파이프로 산소 함유 기체를 확산시키
는 단계; 유출부 측의 후단부에서는 기체 확산 파이프로부터 산소 함유 기체를 확산시키지 않으면서 정화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화 방법을 제공한다. 이 경우에, 정화 영역은 상기 전단부와 후단부에 의해 
1:1 내지 5:1의 비율로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의 오염수 정화 장치와 동일한 형상을 지닌 제1 및 제2 정화 장치를 포함하
고, 상기 제1 정화 장치의 유출부와 상기 제2 정화 장치의 유입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수 정화 장치가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제1 및 제2 정화 장치를 구비한 오염수 정화장치에서, 제1 정화 장치에서는 
오염수를 유입부에 도입시켜 정화 영역을 유통시키는 동시에, 기체 확산 파이프로부터 산소 함유 기체를 
확산시켜 오염수를 정화 처리하여 유출부로부터 정화 처리수를 유출시켜 제2 정화 장치로 도입시키는 단
계, 및 제2 정화 장치에 있어서는 기체 확산 파이프로부터 기체를 확산시키지 않으면서 제1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배출된 정화수를 다시 정화 처리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오염수의 정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개공부의  지름은  개공된  공간  주변부의  임의의  두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최장 
부분이고, 괴상 정화재의 지름은 괴상 정화재의 체적과 거의 동일한 체적을 갖는 구형체의 지름을 의미한
다.

본 발명의 오염수 정화 방법은 상기와 같이 구성되고, 오염수를 유통시켜서 정화 처리를 수행하는 정화 
영역에는 소정의 괴상 정화재가 충전되어 있고, 오염수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괴상 정화재 각각은, (1) 
표면의 호기 처리용의 생물막 형성체로서, (2) 표면의 개공부 방향으로 SS를 이동시켜서 오염수로부터 상
기 개공부로 유동-분리 및 포획시키기 위한 유속차(속도 구배)를 형성하기 위한 저항체로서, 및 (3) 개공
부에 포획된 SS를 그의 내부에 체류시켜 혐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혐기 처리 영역으로서 작용한다. 따라
서, 괴상 정화재는 오염수중에 부유하는 유기질 및 무기질의 미세 고형물, 용해 오염물 등에 유효하게 작
용하여 오염수를 정화시킬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있어서, 괴상 정화재는 그 표면에 생물막을 형성시키는 
한편, 소정 간격으로 미세 기포의 공기 등의 산소 함유 기체(이하, 간단히 "산소 기체"라고 약칭함)가 저
부로부터 오염수의 흐름에 대해 거의 수직이 되도록 확산 상승한다. 이로써, 정화 영역에서 유통하는 오
염수와 산소 기체는 서로 충분히 접촉하고 혼합되는 동시에, 오염수 흐름에서는 난류 영역이 형성된다. 
또한, 정화 영역의 저부로부터 산소 기체가 확산되는 기체 확산 영역에 충전된 정화재 주변에서는 경막등
과 같은 경계층의 형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충분량의 산소 기체가 계속해서 새로 공급되므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호기 처리가 진행되고, 오염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가용성 오염물 BOD가 용이하게 호기 처리되
어 오염수로부터 제거된다.

괴상 정화재는 마이크로적으로 보았을때 오염수 유통 영역의 저항체이므로, 정화재 주변의 유속을 저하시
켜 정화재 주변의 오염수 흐름중에 유속차(속도 구배)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층류(層流) 영역을 형성시
킨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소기체가 확산되는 기체 확산 영역에서는 난류 영역이 형성되기 쉬운 반면, 
산소 기체가 확산되지 않는 기체 비-확산 영역에서는 층류 영역이 형성되기 쉽다. 따라서, 이 정화 영역
의 산소 기체 비-확산 영역에서는, 오염수증에 부유된 미세 고형물(SS)이 유속차(속도 구배)에 의해 회전 
에너지를 부여 받아 이동하여, 유속이 느린 괴상 정화재 주변의 층류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상기 
산소 기체 확산 영역에서, SS의 일부는 괴상 정화재의 표면 생물막에 흡착되어 호기적으로 처리되지만, 
대부분의 SS는 난류 영역에서 램덤 유동에 의해 인접한 산소 기체 비-확산 영역 방향으로 튕겨 나와서, 
최종적으로 기체 비-확산 영역에 있는 괴상 정화재 주변의 층류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

괴상 정화재 주변의 층류 영역에 도달한 SS는 그 표면상의 개공부에 포획되어, 개공부와 상호 연결된 연
락로내에 집적된다. 괴상 정화재의 연락로 내부는 유동이 거의 없는 정체 영역이므로 SS는 그대로 체류하
여 혐기 처리되어 액상 가용화된다. 액상 가용화된 SS는 이들의 자중(dead weight)에 의해 하향 유동하여 
연락로에 연통하는 하방향의 다른 개공부에 도달하고, 유통 오염수 중에 유출되어 용해된 후, 최종적으로 
기체 확산 영역에서 정화재의 표면상에 호기 처리되어 오염수로부터 정화 제거된다.

또한 본 발명의 오염수 정화 처리는, 오염수중의 용해성 BOD와 부유 SS를 동일한 정화 영역에서 각각 다
른 정화에 적합한 처리 영역들을 제공하여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화가 이루어진다. 즉, 용해성 BO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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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괴상 정화재의 표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여 호기 처리가 신속히 행해지도록 하는 한편, SS에 
대해서는 괴상 정화재의 개공부에 포획되도록 하면서, 포획된 후에는 괴상 정화재 내부의 연락로에 체류
시켜 혐기 처리한다. 이러한 SS의 혐기 처리는, 정화 영역을 유통하는 오염수의 정화 처리 체류 시간과는 
무관하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화영역에서의 오염수의 체류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
서, 이 처리 장치는 체류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소형화되고, 종래 장치에 비해 오염수를 현저히 효과적
으로 정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래 정화 처리의 체류 시간을 살펴보면, 역간 접촉 산화법에서는 정화 영역의 유통 거리가 
약 20 m 정도로 길어서 체류 시간이 약 60 내지 80분이다. 활성 오니법에서는, 평균 체류 시간이 약 3 내
지 10 시간으로 장시간을 요한다. 이와는 달리, 본 발명의 오염수 정화 처리법은, 약 5 내지 10 m의 유통
거리에 있어서 약 10 내지 120 분의 체류 시간에서 각종 소정의 유출 기준을 만족하는 충분한 정화 처리
를 할 수 있다. 종래의 오염수 처리법이, SS와 용해성 BOD를 동일 수준으로 처리하는데 대해, 본 발명에
서는, BOD의 호기 처리 영역으로서 기능하는 정화재가 SS의 혐기 처리 영역으로 기능하는 공간을 제공하
는 동시에, 정화 영역에 기체 확산 영역과 기체 비-확산 영역을 설치함으로써, 호기 처리 영역에서 호기 
처리가 급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SS가 그 혐기 처리 영역에 용이하게 집적되고, 또한 
혐기 처리에 소요되는 체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정화 처리시의 상기 체류 시간을 단축시켰다.

본 발명의 오염수 처리 방법에 있어서, 오염수는 전술한 바와 같은 작업 메카니즘을 통해 정화되고, 적용
가능한 오염수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으며, BOD, SS, 암모늄 성분, 곰광이 물질 등의 각종 수질 오염 물질
을 임의 농도로 함유한 어떠한 물질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오염수 처리법은 BOD 20∼
30 mg/리터, SS 20 mg/리터 이상, 암모늄 성분 1 mg/리터 이상, 곰팡이 물질등의 수질 오염물을 함유한 
일반적 오염수; 및 BOD 30 mg/리터 이상(통상적으로, 약 50∼150 mg/리터)의 도시 폐수, 특히 BOD 200∼
1000 mg/리터의 오염이 심한 수산 가공 폐수와 같은 오염수를 종래의 정화 처리법에 비해 단시간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오염수 전반의 정화 처리에 적합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SS는 전술
한 바와 같이 부유 미세 고형물로서, JIS(일본 공업 기준)에 있어서 1μm와 지름을 통과시키는 여과지로 
여과했을 때 여과지상에 잔류하는 잔류물을 말한다. 본 발명은 이들 SS 중에 유기물이 약 60 중량% 이상 
함유된 오염수를 적절히 정화 처리할 수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 형태의 괴상 정화재를 충전시킨 정화 장치의 단면도이고, 제2도는 제1도의 장
치내에 충전된 괴상 정화재의 모식도이다.

제1도에 있어서, 오염수 정화 장치(10)는 덮개가 없는 직방형상의 처리조로서, 소정의 외주부에 적어도 
한쌍의 유입 수로 (11) 및 배출 수로(12)가 서로 대향 배치되어 있고, 그 중간부에 정화 공간 영역(S)이 
배치되어 있다. 이 정화 영역(S)의 크기는 특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화해야 할 오염수량 등의 처
리 조건 및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용지 등의 환경 조건에 맞추어 적당히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소형 
장치라면, 폭은 약 1∼2 m, 길이는 약 1∼10 m, 깊이는 약 1∼2 m로 제작되고, 대형의 하천 오염수 정화 
시설이라면, 폭은 처리해야 할 오염수량에 맞추어 임의로 선택하고, 길이는 약 3∼10 m, 깊이 약 2∼5 m
로 제작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복수개의 소형 장치들을 병렬 또는 직렬로 연결시켜서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오염수 정화 장치의 형상 및 크기는 임의적인 것으로서,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직방체 형상으로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도에  제시된  것은  덮개가  없는  처리조이나,  상부에  덮개를  갖출  수도 
있다. 대형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복수개의 처리조를 전술한 바와 같이 연결하여 설치해도 좋으며,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화 부재를 공간부에 충전 배치하여 정화 영역을 형성시킨 후, 그 상부에 흙을 쌓아 
올려 부지를 만들어 각종 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다.

유입 수로(11)는 정화 처리할 오염수를 정화 장치에 도입하기 위한 것이며, 배출 수로(12)는 정화후의 정
화수를 수집하여 하천 등으로 유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들 유입 수로(11) 및 배출 수로(12)의 사이에 
배치된 정화 영역 (S)의 하부, 통상 처리조 저부에는, 소정 간격으로 복수개의 기체 확산 파이프(13)가 
유입수로(11)로부터 배출 수로(12)쪽으로 오염수가 유통하는 방향에 거의 수직하도록 처리조의 폭방향으
로 거의 폭 전체에 걸쳐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열에 의해, 거의 전체 정화 영역(S)이 산소 기체 확
산 구역(A)(도면의 사선 부분) 및 기체 비-확산 구역(AN)으로 교대로 구분된다. 기체 확산 구역에서는, 
확산 파이프(13)로부터 폭기용 산소 기체의 미세 기포가 오염수의 흐름을 횡단하도록 상승하여, 오염수가 
산소 기체와 충분히 접촉한다. 한편, 기체 비-확산 구역 (AN)에서는 산소 기체 미세 기포의 상승이 없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면에 있어서는 설명의 편이상 기체 확산 구역(A)과 기체 비-확산 구역
(AN)에 경계선이 있도록 도시하고 있지만, 경계는 명확한 것이 아니고 기체가 확산되는 영역과 확산되지 
않는 영역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제1도에 있어서, 정화 영역(S)의 중간 부분에는 
설명의 편이를 위해 기체 확산 구역(A)과 기체 비-확산 구역(AN)의 구분을 생략하여 도시하였다.

정화 영역(S)에 있어서, 기체 확산 구역(A)과 기체 비-확산 구역(AN)으로 구분하여 정화처리하는 것은, 
정화 영역(S) 전역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면 오염수의 정화 효율이 오히려 저하된다는 발명자의 지견에 기
초한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호기 처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의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본 발명에 이용하는 괴상 정화재의 내부는 오염수의 유동이 없어서, 괴상 정화재에 포획
된 SS의 혐기 처리는 외부와는 관계없이 충분히 행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정화
재를 이용하여 BOD 제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화 영역(S) 전역으로 산소 기체를 공급하는 것이 통
상적인 것에 비해, 전역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지 않고 소정 간격으로 확산 파이프(13)을 배치함으로써 
BOD 및 SS의 제거율을 함께 상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본 발명자가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상기와 같이 정화 영역(S)을 기체 확산 구역(A)과 기체 비-확산 구역(AN)으로 구분하여, 정화 효율을 향
상시키기 위해 처리조 내부에 설치한 기체 확산 파이프(13)의 간격은 약 5∼100 cm의 간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체 확산 파이프(13)의 배치 간격은 처리할 오염수의 오염도에 따라 다르지만, 오염수의 
BOD 및 SS 농도에 따라 상기 간격 범위내에서 적당히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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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BOD가 약 200 mg/리터 미만인 오염수의 경우에는, 기체 확산 파이프를 약 50 cm 간격으로 배치함으
로써, BOD 및 SS를 제거율 85% 이상의 고효율로써 정화시킬 수 있다. 기체 확산 파이프(13)의 배치 간격
이 5 cm 미만인 경우에는, SS 제거율이 저하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배치 간격이 100 cm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BOD 제거율이 충분하지 않고, 이에 제거율을 높이고자 하면 체류 시간이 2∼3 시간 또는 3 
시간 이상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기체 확산 파이프(13)를 처리조 저부에 약 5 cm 간격으로 배치
할 수 있고, 처리할 오염수의 BOD 및 SS 농도에 따라, 산소 기체를 공급하기 위한 기체 확산 파이프(13)
의 개수 및 위치는 적당히 선택하여 정화 영역(S)에 확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체 확산 파이프
(13)로의 산소 기체 공급은 배관 등에 개폐 밸브를 배치하는 등의 공지된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기체 확산 파이프(13)의 형상, 재질 등은 특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지된 각종 확산 
파이프를 이용하여 행할 수  있다.  통상,  약  5  cm  지름의 폴리염화비닐로 형성된 파이프를 사용할 수 
있고, 이 파이프는 전체 둘레면 또는 상반(上半) 둘레면에 약 0.5∼3 cm 간격으로 적절히 천공시켜 사용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오염수 정화 장치(10)에 있어서는, 상기 정화 영역(S)의 외주부에 배치된 유입 수로(11) 및 배
출 수로(12)의 정화 영역 측면에 각각 유입수 정류벽 (14) 및 배출수 정류벽(15)이 배치된다. 이 정류벽
(14) 및 (15)는 철망이나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저항부를 가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 오염수는 유입수 정
류벽(14)을 통과하여 배출수 정류벽(15)을 거쳐서 유출할 때까지 정화 영역(S)를 거의 평행 이동하도록 
유통되기 때문에 정화 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오염수 정화 장치(10)의 정화 영역(S)에는 
괴상 정화재(1)를 충전한다. 괴상 정화재(1)의 충전율은 50∼70%, 즉, 정화 영역(S)에 있어서의 괴상 정
화재(1)간의 공극율이 30∼50%가  되도록 충전한다.  괴상 정화재(1)는  상기 일본 특허 공개 공보 제6-
343990호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즉,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름이  수  cm의 
골재(2)를, 시멘트나 에폭시 접착제 등의 접합제를 사용하여 거의 구형으로 접합하여 지름이 약 7∼15 cm
이 되는 거의 구형상의 괴상 형체를 형성한다. 이 경우, 괴상 정화재(1)의 지름은 전술한 바와 같이 괴상
체의 체적과 거의 같은 체적을 지닌 구형체의 지름을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형성되는 괴상 정화재
(1)는 골재(2)를 거의 구상으로 집합시켜 접합한 것으로, 실제의 표면은 무수의 요철이 존재하므로, 따라
서, 표면적이 커지게 되어, 생물막이 형성되는 면적 또한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기체 확산 구역 (A)에
서는 난류가 형성되기 쉬워지며, 확산되는 산소 기체와 오염수와의 접촉이 증가하게 되어 호기 처리가 신
속하게 효율적으로 행해지고, SS의 기체 비-확산 구역 방향으로의 이동 역시 촉진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하여 형성된 괴상 정화재(1)에 있어서, 접합시킨 각 골재(2)간에 형성되는 공극은 골재
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소정의 공극을 얻기 위해서는 골재의 크기 등을 적당히 선택할 수 있다. 통상, 
센티미터 단위의 골재라면, 약 1∼3  cm의 공극이 형성되고, 그 공극의 표면 부분은 본 발명의 개공부 
(3)를 구성한다. 또한, 그 내부 공극은 복수의 연락로(통로)를 구성하는 동시에, 괴상 정화재(1) 내부로 
서로 연통하고, 표면부의 개공부(3)에 연통하여 괴상 정화재(1)내를 관통하고 있다. 개공부(3)의 형상은 
사용된 골재 표면이나 형상 등에 의해 달라지며 일정하지 않으며,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공부의 지름은 형성된 개공 공간 주변부의 임의의 2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최장 부분을 말
하며,  본 발명에 있어서,  골재 및 접합부 등을 적당히 선택함으로써 약 1∼5  cm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개공부(3)의 지름이 5 cm를 초과하면 개공부(3)에 연속하는 연락로 내부에도 유동이 생기게 되어, 
SS를 그 내부에서 포획하여 체류시킬 수 없다. 한편, SS는 개공부에 포획된 후, 개공 내부의 연락로에 정
체되어 혐기 상태로 분해되어 액상 물질로 된 후, 이 액상 물질은 자중에 의해 하향 유동하여 하방의 개
공부(3)를 거쳐서 괴상 정화재(1)로부터 유출된다. 개공부(3)의 지름이 1 cm 미만으로 작은 경우에, 분해
된 액상 물질은 괴상 정화재 밖으로 유출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오염수 정화 장치(10)에서는 오염수가 유입 수로(11)를 거쳐서 유입
수 정류벽(14)로부터 배출수 정류벽(15)을 향하여 정화 영역(S) 내를 균등하게 유통되어 정화될 수 있다. 
즉, 정화 영역을 유통하는 오염수중의 SS는 괴상 정화재(1)내에 포획, 집적되어 체류함으로써 혐기 처리
되고, 한편, 오염수중의 다른 가용성 오염물, 예컨대, 암모늄 성분, 가용성 BOD, 음이온 계면 활성제, 곰
팡이 물질 등은 각 정화 부재의 외부 표면에 형성되는 생물막에 의하여 니트로화, 불용성화, 분해 등으로 
호기 처리된다.

본 발명의 오염수 정화 장치(10)의 정화 영역(S)에서는 유입부(11)로부터 도입된 오염수가 도면에서 화살
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거의 수평방향으로 유통하고, 기체 확산 파이프(13)으로부터 분출되는 폭기용 산
소 기체는 미세 기포로서 오염수의 유통방향과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며, 오염수와 산소 기체는 항상 광범
위하고 효율적으로 접촉하는 기체 확산 구역(A)을 형성한다. 확산 구역(A) 에서는 오염수에서의 산소의 
용해 효율이 높아지고, 오염수중의 용해 산소량이 증가되며, 동시에 괴상 정화재(1) 표면에 있어서는 오
염수류와 폭기 산소 기체가 동시에 접촉하여 경막 등의 경계층의 형성이 억제되고, 각 정화재(1)의 표면
에 형성되는 미생물막과 고용해 산소량의 오염수가 충분히 접촉하여 호기 생물처리가 촉진되어 BOD, 암모
늄 성분 및 곰광이 물질등이 높은 비율로 제거된다.

본 발명의 정화 방법에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은 정화 영역(S)의 확산 구역(A)에서는 SS의 괴상 정화재
(1) 내부로의 포획 집적도 행해지지만, 주로 정화재(1) 주변 영역에서 경계막의 형성이 억제되어 괴상 정
화재(1) 표면에 형성된 생물막에는 충분한 용해 산소가 공급되어 호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수행
할 수 있다. 한편, 기체 비-확산 구역(AN)에서는 주로 SS가 괴상 정화재(1) 내부로 효과적으로 포획, 집
적, 체류되고, 또한 오염수의 정화 장치의 체류 시간과는 무관하게 SS의 혐기 처리가 충분한 체류 시간으
로 행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정화 영역(S)은 다수의 호기와 혐기 장소를 가지므로, SS의 제거와 혐기 
처리 및 가용성 BOD, 암모늄 성분, 곰팡이 물질 등의 호기 처리가 고효율로 신속하게 행해지게 되며, 오
염수의 정화를 종래의 수십 내지 50배의 유속으로 행할 수 있다. 예컨대, 가용성 BOD를 주로 함유하는 오
염수라면 약 10 분 졍도의 단시간의 체류 시간으로 정화할 수 있고, BOD를 약 300 mg/리터 이상 지닌 유
기질 오염 물질을 다량 함유한 오염수라도 정화하는데 약 1.5 시간이 걸린다. 또한, 오염수의 유속이 빨
라지게 되면, 수평으로 유동하는 오염수와 상승하는 미세 기포와의 접촉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화율이 한
층 더 증가한다. 기체 확산 파이프(13)로부터의 산소 기체의 통기량은 오염수의 오염도나 오염수의 유통 
속도 등에 따라 적당히 선택할 수 있다. 통상, 통기량은 오염수량의 약 2∼15배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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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형태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제3도에 있어서, 정화조(10)에는 전술한 괴상 정화재(1)를 충전하고, 기체확산 파이프(13)를 소정 간격으
로 배치하여 기체 확산 구역(A) 및 기체 비-확산 구역(AN)이 교대로 구성되어, 전술한 것과 유사한 정화 
장치를 제작 하였다. 정화조(10)에서 정화 처리된 오염수 처리수는 다시 정화조(20)에 도입시킨다. 정화
조(20)에 있어서, 정화조(10)의 기체 확산 파이프 (13)와 유사한 다공관(23)을 정화조의 전폭에 걸쳐 유
사하게 배치하였지만, 정화 처리시 에는 기체가 기체 확산 파이프(23)로부터 확산되지 않고 정화조의 모
든 정화 영역이 기체 비-확산 구역(AN)으로서 작용한다. 설치한 기체 확산 파이프(23)는 정화조(20)의 오
니를 배출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그 배치 간격은 정화조 (10)와 동일해도 좋지만, 통상 약 50∼100 
cm이다.

제1도에 도시한 형식의 기체 확산 구역을 갖는 정화조(10)와 기체 비-확산구역만을 갖는 정화조(20)를 직
렬로 연결시켜서 오염수를 처리하는 정화 방법은 예컨대, 정화 처리 후의 유출수의 수질로서 SS가 30 ppm 
이하이지만 더욱 엄격하게는 SS가 10 ppm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특히 적합하다. 상기 제1도에 도
시한 기체 확산 영역을 형성하는 정화 장치에 있어서는, 유입되는 처리할 오염수의 수질, 특히 함유된 SS
의 함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화 처리후의 유출수중의 SS를 10 내지 30 ppm 이하로 하는 것
은 곤란하다. 즉, 정화조(10)만을 이용하여 정화 처리하는 경우에 SS를 30 ppm 이하로 함유한 처리수를 
수득하게 되고, 이 처리수를 기체 비-확산 상태하의 정화 영역에서 SS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정화조(2
0)에 통과시켜 SS를 30 ppm 이하, 필요에 따라서는 10 ppm 이하로 제거할 수 있다.

제4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형태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제4도에서, 정화조(30)는 제1도와 동일하게 유입 수로(11), 배출 수로(12), 유입수 정류벽(14) 및 배출수 
정류벽(15)을 구비하는 처리조로서, 유입수 정류벽(14)과 배출수 정류벽(15) 사이에 형성시킨 기체 확산 
영역(10')과 기체 비-확산영역(20')이 공간에 연속 형성되어 있다. 기체 확산 영역(10')과 기체 비-확산 
영역(20')은 각각 전술한 바와 같은 괴상 정화재로 충전되어 있는 동시에, 기체 확산파이프(13 및 23)는 
이들 구역에서 소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기체 확산 영역(10')에서 제1도의 정화 장치(10)의 정화 영
역(S)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체 확산구역(A)과 기체 비-확산 구역(AN)이 교대로 형성되어 있다. 기체 비-
확산 영역(20')에 있어서, 제3도의 정화조(20)와 동일하게 형성시킨 기체 확산 파이프(23)는 정화 처리시
에 기체를 확산시키지 않는 기체 비-확산 구역(AN)을 형성한다. 또한, 제3도의 정화조(20)에서와 같이 기
체 확산 파이프(23)는 기체 비-확산 구역에서 오니 배출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제3도에 도시한 정화조(10 및 20)는 별도로 설치되고, 서로 연락로를 통해 연결되는 한편, 제4도의 정화
조(30)는 연락로 없이 기체 확산 영역(10')과 기체 비-확산 영역(20')이 서로 연속해서 직렬로 연결되어, 
기체 확산 영역(10')에서 처리된 오염수가 기체 비-확산 영역(20')으로 직접 유통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3도에 도시한 실시 형태와 동일한 작용을 하므로, 이 실시 형태는 SS의 배출 기준이 엄격할 경우에 이
용하기 적합하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처리조는 하나이고, 공간부는 소정 간격으로 배치된 기체 확산 파
이프(13 및 23)를 가지며, 괴상 정화재(1)로 충전된다. 또한, 기체 확산 파이프로부터의 산소 기체의 공
급은 영역(10' 및 20')의 구분 비율에 따라 적당히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화조의 건설은 
간편하고,  건설 비용은 저렴하므로 이러한 실시 형태는 매우 실용적이다. 이 경우에,  기체 확산 영역
(10')과 기체 비-확산 영역(20')의 구분 비율은 처리할 오염수 중의 SS의 농도, BOD 등의 용해성 오염물
의 오염도, 정화조의 용적, 오염수의 유입량, 정화 영역에서의 체류 시간 등의 각종 정화 처리 조건에 따
라 적당히 선택할 수 있다. 통상, 상기 구분 비율은 1:1 내지 5:1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체 확
산 영역의 비율이 1 미만인 경우에, SS 및 BOD 등의 가용성 오염물 둘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오염수를 
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상기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 SS의 잔류 농도가 30 ppm 미만이 되
도록 감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SS의 농도에 대한 기준이 다소 완화되는 경우에는, 제1도와 동일한 
방식의 정화조를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1]

먼저, 제2도에 도시한 것과 같은 괴상 정화재(1)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골재(2)로서 약 2∼3 cm 지
름의 역암을 이용하여 여러개를 서로 접착하여, 지름이 약 10 cm인 거의 구형상의 괴상 정화재(1)를 제작
하였다.  괴상  정화재(1)  각각의  표면에는  거의  1∼5  cm의  지름을  가지는  개공부(3)가  다수개  형성 
되었다. 이어서, 폭 1.0 m, 길이 6.8 m, 높이 1.2 m의 직방체의 정화조 저부에 약 50 cm 간격으로 기체 
확산 파이프(13)을 11개 배치하고, 그 상부에 전술한 바와 같이 제작한 괴상 정화재(1)를 공극율 40%로 
충전하여,  제1도와  같은  정화  장치(10)를  제작하였다.  괴상  정화재로  충전된  정화  영역의  길이는  5 
m이고, 실질적인 정화 영역의 용량은 5.50 ㎥이었다.

이처럼 제작한 정화 장치(10)에 평균 SS 85.1 mg/리터(변동 42.5∼151.2mg/리터), 평균 BOD 127.3 mg/리
터(변동 64.2∼203.7 mg/리터), 대장균 119,200개/밀리리터를 함유한 오염수를 체류 시간 1 시간으로 유
속 2.2 ㎥/시(괴상 정화재(1) 내부의 연락로의 공극에는 오염수의 유통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로 유통
시켜 연속적으로 정화 처리하였다. 정화 처리에 있어서, 폭기용 공기는 항상 기체 확산 파이프(13)에서 

분출시켰다. 폭기 풍량은 오염수 유속의 10배, 즉 22 Nm
3
/시로 폭기하였다. 상기 연속 정화 처리를 5개월

간 수행한 후, 약 24 시간 동안 정화 처리한 유출수를 대상으로 연속 검사 하였다. 그 결과, 유출수는 24 
시간의 평균치로 SS 24.5 mg/리터(제거율 71.2%), BOD 28.1 mg/리터(제거율 78.0%), 대장균 17,000개/밀
리리터(제거율 86.0%)를 함유하였다.

[실시예 2]

상기의 제3도와 같은 방식으로 정화 처리를 수행하였다. 즉, 실시예 1의 정화조(10)의 후단에, 오니 배출
용 기체 확산 파이프(23)를 50 cm 간격으로 정화조(20)의 저부에 배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화조(10)와 
전반적으로 동일한 정화 영역을 형성하는 정화조(20)를 배관을 통해 연결하였다. 상기 정화 장치(10) 및 
정화조(20)  둘다에 평균 SS  110.4  mg/리터 (변동 39.2∼211.7  mg/리터), 평균 BOD  347.7  mg/리터(변동 
137.9∼1090.4 mg/리터) 및 대장균 131,700개/밀리리터를 함유한 오염수를 연속적으로 체류 시간 1.5 시

간 동안 유속 2.2 m
3
/시로 유통시켜서 정화 처리하였다. 정화 처리에 있어서, 폭기용 공기는 항상 기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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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파이프(13)에서 분출시켰다. 폭기 풍량은 오염수 유량의 10 배인 22 Nm
3
/시로 폭기시켰다. 1년간 연속

하여 정화 처리한 결과, 유출수는 연간 평균치로 SS 4.8 mg/리터(제거율 95.7%), BOD 15.6 mg/리터(제거
율 95.5%), 대장균 7,031개/밀리리터(제거율 94.7%)이었다.

상기 1년간 정화 처리한 후, 오염수를 유속 2.2 m
3
/시로 정화조(10)에 통과 시키면서, 정화조(10)의 기체 

확산 파이프(13)로부터 기체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정화조(20)의 기체 확산 파이프(23)로부터 유속 22.0 

Nm
3
/시간으로 공기를 분출시켜 오니 배출 처리를 행하였다. 그 결과, 오니 18.0 kg을 얻을 수 있었다. 오

니중의 유기물 함유량은 약 20∼28%로서, 통상의 하천 부지 토사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실시예 3]

폭 1.5 m, 정화 영역의 길이 5 m, 높이 1.5 m의 직방체의 정화조 저부에 기체 확산 파이프(13)를 약 50 
cm 간격으로 8개 배치하고, 그 상부에 전술한 바와 같이 제작한 괴상 정화재(1)를 공극율 40%로 충전하여 
제1도와 동일한 정화 장치(10)를 2조 직렬로 연결하여 정화 처리조를 구성하였다. 정화 영역 용량은 22.5 

m
3
이었고, 상응하는 수 정화 용량은 9.0 m

3
이었다.

평균 SS 28.8 mg/리터(변동 6.3∼69.0 mg/리터), 평균 BOD 50.9 mg/리터(변동 7.5∼93.5 mg/리터), 및 대

장균 168,833개/밀리리터를 함유한 오염수를 상기 정화 장치(10)에 평균 유속 3.9 m
2
/시로 체류시간 1 시

간 동안 연속 유통시켜서 정화 처리하였다, 정화 처리에 있어서, 폭기용 공기는 항상 기체 확산 파이프

(13)에서 분출시켰다. 폭기 풍량은 오염수 유량의 약 5 배인 20 Nm
3
/시로 폭기시켰다. 5개월간 연속 정화 

처리시킨 후, 24 시간 동안 연속 정화 처리를 수행한 배출수를 연속 검사하였다. 그 결과,24 시간의 평균
치로 유출수는 SS 1.5 mg/리터(제거율 92.6%), BOD 3.3 mg/리터(제거율 89.7%), 대장균 52개/밀리리터(제
거율 99.9%)를 함유하였다.

[실시예 4]

상기의 제4도와 같은 방식으로 정화 처리를 수행하였다. 즉, 폭 1.5 m, 정화 영역의 길이 18.5 m, 높이 2 
m의 직방체의 정화조 저부에 기체 확산 파이프(23)을 약 5 cm 간격으로 320개 배치하고, 그 상부에 실시
예 1 에서와 같은 괴상 정화재(1)를 공극율 40%로 충전하여 제4도와 같은 정화 장치(30)를 제작하였다. 

정화 영역의 용량은 48 m
3
이었다. 이 경우에, 기체 확산 영역(10')의 길이는 10 m이고, 기체 비-확산 영역

(20')의 길이는 6 m이다. 이처럼 제작한 정화 장치(30)에, 평균 SS 132.3 mg/리터, 평균 BOD 366.1 mg/리

터 및 대장균 125,200개/ 밀리리터를 함유한 오염수를 체류 시간 1.5 시간 동안 유속 12 m
3
/시로 유통시겨

서 연속적으로 정화 처리하였다. 정화 처리에 있어서, 폭기용 공기는 항상 기체 확산 영역(10')의 기체 

확산 파이프(13)에서 분출시켰다. 폭기 풍량은 오염수 유량의 10 배인 120 Nm
3
/시로 설정하였다. 8개월간 

연속하여 정화 처리시킨 후, 24 시간 동안 연속해서 정화 처리한 유출수를 연속 검사하였다. 그 결과, 24 
시간의 평균치로 유출수는 SS 4.1 mg/리터(제거율 96.9%), BOD 13.9 mg/리터(제거율 96.2%), 대장균 102
개/밀리리터(제거율 99.9%)를 함유하였다.

8개월 간의 정화 처리후, 오염수를 유속 12 m
3
/시로 통과시키면서, 기체 확산 영역(10')의 기체 확산 파이

프(13)로부터 기체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기체 비-확산 영역(20')의 기체 확산 파이프(23)로부터 60 Nm
3
/

시로 공기를 분출시켜 오니를 배출 처리하였다. 이 8개월 중에, 오니 배출 처리를 3회 수행하였고, 그 결
과 오니 105.2 kg을 얻었다. 오니중의 유기물 함유량은 약 20∼28%로서, 통상의 하천부지 토사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본 발명의 오염수 정화 방법은 소정의 괴상 정화재를 충전시킨 정화 영역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 정화 영
역에 기체 확산 파이프를 소정의 간격으로 배치함으로써, 동일 정화 처리 영역에서 호기 처리와 혐기 처
리를 동시에 다수 존재시켜, 오염수가 정화조를 유통하면서 복수회의 호기 처리와 혐기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에 의해 단시간 내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정화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정화재는 표면에 개공부를 가지며, 정화 영역에서 기체 확산 파이프의 배치 간격에 상응하는 
간격으로 교대로 형성된 기체 확산 구역과 기체 비-확산 구역이 서로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오염수 중의 
SS를 정화재의 개공부에 포획시켜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포획된 SS는 정화재 내부에 체류되어 
정화 영역을 유통하는 오염수의 체류 시간과는 별도의 체류 시간으로 혐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
수는 극히 단시간의 체류 시간으로도 고효율로 오염수를 정화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정화 처리에 
비해, 산소 용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처리할 오염수와 생물막과의 접촉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호
기 처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통 영역내를 흐르는 오염수를 정화시키는 정화 영역에, 표면에 지름이 1∼5 cm인 복수개의 개공부를 갖
고 그 내부에는 서로 연락되는 복수개의 연락로를 가지며 상기 개공부는 각각 상기 연락로의 적어도 하나
에 연속하여 연락되는 괴상(massive) 정화재를 충전시키는 단계, 및 

오염수를 상기 정화 영역을 통해 유통시켜서 상기 괴상 정화재와 접촉시키는 동시에, 상기 정화 영역의 
저부로부터 5 내지 100 cm의 간격으로 산소 함유 기체를 미세 기포로서 분출 상승시켜서, 유통하는 오염
수의 흐름을 산소함유 기체의 미세 기포와 거의 수직 방향으로 접촉시킴으로써 정화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오염수 정화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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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화 영역은 오염수가 유입되는 유입부와 정화수가 유출되는 유출부 사이에 형성되는 것인 오염수 
정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입부에서 오염수를 정류화시키는 단계 및/또는 유출부에서 정화수를 정류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인 오염수 정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화 영역에서 오염수의 체류 시간은 10∼120분인 것인 오염수 정화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정화 처리법으로 처리한 정화수를, 상기 괴상 정화재가 충전된 기체 비-확산(non-diffusion) 정화 영역에 
다시 통과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오염수 정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기체 비-확산 정화 영역은 상기 정화 영역의 유출부 측의 후단에 형성되는 것인 오염수 정화 방법.

청구항 7 

덮개 유무에 무관하게, 둘레벽을 구비하여 소정의 용적을 갖는 오염수 정화장치로서,

오염수의 유입부,

처리수의 유출부,

상기 유입부 및 유출부에 각각 배치된 정류 부재,

상기 유입부와 유출부 사이에 배치된 정화 영역,

상기 유입부로부터 상기 유출부로 연장되는 방향과 거의 수직하도록 상기 정화 영역의 저부에 5 내지 10 
cm 간격으로 배치된 기체 확산 파이프, 및

상기 정화 영역에 충전된 괴상 정화재를 포함하며,

상기 괴상 정화재는 표면에 지름이 1∼5 cm인 개공부를 복수개 갖고, 내부에는 서로 연락되는 복수의 연
락로를 가지며, 상기 개공부는 각각 연락로의 적어도 하나에 연속하여 연락되는 것인 오염수 정화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괴상 정화재는 각각 지름이 작은 골재를 접합시킴으로써 지름이 약 7∼15 cm인 거의 구형체로 형성
되는 것인 오염수 정화 장치.

청구항 9 

제7항의 오염수 정화 장치를 사용하여 오염수를 정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오염수를 상기 유입부로 도입시켜 상기 정화 영역으로 유통시키는 동시에, 상기 정화 영역의 유입부 측의 
전단부에서 상기 기체 확산 파이프로부터 산소 함유 기체를 확산시키고, 상기 유출부 측의 후단부에서는 
기체 확산 파이프로부터 산소 함유 기체를 확산시키지 않고 정화 처리하는 것인 오염수 정화 방법.

청구항 10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단부와 후단부는 상기 정화 영역을 1:1 내지 5:1의 비율로 구분하는 것인 오염수 정화 방법.

청구항 11 

각각 오염수의 유입부, 처리수의 유출부, 상기 유입부 및 유출부에 각각 배치된 정류 부재, 상기 유입부
와 유출부 사이에 배치된 정화 영역, 상기 유입부로부터 상기 유출부를 향하여 연장되는 방향과 거의 수
직하도록 상기 정화영역의 저부에 5 내지 100 cm 간격으로 배치된 기체 확산 파이프, 및 상기 정화 영역
내에 충전된 괴상 정화재를 포함하는 제1 및 제2 정화 장치를 구비한 오염수 정화 장치로서,

상기 괴상 정화재는 각각 표면에 지름이 1∼5 cm인 개공부를 복수개 갖고, 내부에는 서로 연락되는 복수
의 연락로를 가지며, 상기 개공부는 각각 연락로의 적어도 하나에 연속하여 연락되고, 상기 제1 정화 장
치의 유출부와 상기 제2 정화 장치의 유입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 오염수 정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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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의 오염수 정화 장치를 사용하여 오염수를 정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제1 정화 장치에서 오염수를 유입부로 도입하여 정화 영역으로 유통시키는 동시에, 기체 확산 파이프로부
터 산소 함유 기체를 확산시켜서 오염수를 정화 처리하고,

상기 제1 정화 장치의 유출부로부터 배출된 정화수를 제2 정화 장치에 공급하여, 상기 제2 정화 장치에서
는 기체 확산 파이프로부터 산소 함유 기체를 확산시키는 일 없이 상기 제1 정화 장치로부터 공급된 정화
수를 상기 제2 정화 장치에서 더 정화처리하는 것인 오염수 정화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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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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