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C02F 9/00

(45) 공고일자   2000년02월01일

(11) 등록번호   10-0243565

(24) 등록일자   1999년11월17일
(21) 출원번호 10-1997-0022880 (65) 공개번호 특1999-0000167
(22) 출원일자 1997년06월03일 (43) 공개일자 1999년01월15일

(73) 특허권자 이상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삼익 송학아파트 101동 902호

원성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48-9
(72) 발명자 이상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삼익 송학아파트 101동 902호

원성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48-11

박승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107번지
(74) 대리인 윤의상

심사관 :    좌승관

(54) 폐수의 정화장치

요약

영양염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수의 정화방법이 개시된다. 이는 순혐기조, 분리조, 폭기 및 비
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1반응조, 상기 제1반응조와 반대로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
폭기  방식인  제2반응조,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3반응조  및  침전조의  순서로 
하고, 상기 침전조에서 상기 순혐기조로 슬러지를 반송시키고, 분리조에서 분리된 슬러지는 상기 제2반응
조로 유입시키고, 상기 분리조에서 분리된 유입수는 상기 제1반응조로 유입시켜 운영하는 제1공정, 및 순
혐기조, 분리조,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2반응조, 상기 제2반응조와 반대로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1반응조,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3반응
조 및 침전조의 순서로 하고, 상기 침전조에서 상기 순혐기조로 슬러지를 반송시키고, 분리조에서 분리된 
슬러지는 상기 제1반응조로 유입시키고, 상기 분리조에서 분리된 유입수는 상기 제2반응조로 유입시켜 운
영하는 제2공정을 반복하여 질소 및 인을 제거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하나의 반응조에 산소를 간
헐적으로 공급하여 호기성 상태와 혐기성 상태를 모두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가 절약되고 처리
효율이 매우 높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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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a도 및 제1b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폐수의 정화공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제2a도 및 제2b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폐수의 정화공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순혐기조        2 : 분리조 

3 : 제1반응조       4 : 제2반응조

5 : 제3반응조       6 : 침전조

7 : 제4반응조       8 : 솔레노이드 밸브

→ : 유체의 흐름이 열린 경로 

 : 유체의 흐름이 막힌 경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농도 유기 폐수의 정화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호소 및 하천의 오염 및 부영양화
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 하수 및 축산 폐수와 같은 고농도 유기 폐수에 있는 영양염류를 효과적으
로 처리할 수 있는 폐수의 정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영양염류는 유기물 분해를 일으키는 미생물의 생육과 증식에 필요한 무기성 원소로서, 이들중 특히 질소
화합물과 인산염은 생물 세포 형성과 생활 에너지 획득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원소이다. 
그런데, 하천이나 연안 바다, 호소등의 수역에 있어서, 이러한 질소나 인등의 영양염류가 증가하면 부영
양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는 상기 영양염류를 영양소로 하여 생물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연의 생태계가 
변하게 되고, 해역에서는 적조 발생의 한 원인이 되며, 호소에서는 조류 등이 이상 증식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은 자연계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진행되지만, 생활 하수, 축산 폐수, 공장 배수 등이 대량으로 유입되
면 영양염류가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현탁물질이 다량으로 섞여 들어 자연의 자체 정화 능
력을 넘어서게 된다. 결국 부영양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심하면 부패물에 의해 악취가 나며 수질 오
염이 촉진된다. 따라서 폐수의 이러한 영양염류는 호소나 하천 등으로 유입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하수처리 및 축산 폐수 처리 방법은 활성슬러지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활성슬러지법에 의한 처리시 대부분의 현탁 고형물질과 유기물은 제거될 수 있으나, 질소나 인과 같은 영
양염류 물질의 처리는 20-40%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계 보호를 위하여 폐수 처리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질소와 인의 제거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더
욱 강화될 규제 농도에 부합된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현 실정에서 수계를 오염시키는 점오염원을 
줄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처리를 위한 공정들로는 물리화학적인 방법과 생물학적인 처리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약품비 및 운전상에 요구되는 환경이 특정적이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출수가 불안
정하여 세계적으로 현장에서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후자의 경우는 유출수가 안정적이고, 약품
비를 포함하여 외부 경비가 필요 없으며, 운영면에 있어서도 용이하므로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이어서 많
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널리 적용되고 있는 질소 및 인의 제거 공정으로는 미합중국 특허 제 3,964,998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텐포(Bardenpho)공정, 단일 슬러지 시스템인 A/O 또는 A
2
/O 공정 (참조문헌: Hong, S., Kisenbauer, K. 

S.  and  Fox,  V.  G.  (1981),  Aninnovative  biological  nutrient  removal  system.  In:  F.  M.  Saunders, 
ed.,  Proceedings  in  1981  National  Conference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Enviromnental 

Engineering Division, ASCE, Atlanta, Georgia)등과 같이 산소 유무에 따라 반응조를 분리 배치하여 폐
수가 혐기조건과 호기조건의 반응조를 통과하면서 정상상태(steady-state)로 운영하는 공정이 있다. 그리
고 크루거(Kruser)시스템과 같이 유로를 변경하여 유동상태(dynamic-state)로 질산화 효율을 증진시키는 
공정이 있다. 그렇지만 상기한 방법들은 각각의 반응조를 분리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증가된다. 
또한, 폐수 처리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내적 순환량을 폐수 유입량의 4배 가량으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력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반응조내 운영 방식을 호기성과 혐기성 반응조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반응조에서  산소를  간헐적으로  공급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상기한  바와  같은 
영양염류, 특히 질소와 인의 처리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보다 더 강화되는 질소와 인의 농도를 규제 
농도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폐수의 정화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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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순혐기조, 분리조,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
식인 제1반응조, 상기 제1반응조와 반대로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2반응조,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3반응조 및 침전조의 순서로 하고, 상기 침전조에서 상기 순혐
기조로 슬러지를 반송시키고, 분리조에서 분리된 슬러리는 상기 제2반응조로 유입시키고, 상기 분리조에
서 분리된 유입수는 상기 제1반응조로 유입시켜 운영하는 제1공정; 및 순혐기조, 분리조, 폭기 및 비폭기
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2반응조, 상기 제2반응조와 반대로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1반응조,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3반응조 및 침전조의 순서로 하고, 상
기 침전조에서 상기 순혐기조로 슬러지를 반송시키고, 분리조에서 분리된 슬러지는 상기 제1반응조로 유
입시키고, 상기 분리조에서 분리된 유입수는 상기 제2반응조로 유입시켜 운영하는 제2공정을 반복하여 질
소 및 인을 제거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폐수의 정화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상기 분리조와 상기 제1반응조 사이, 상기 분리조와 상기 제2반응조 사이, 상기 제1반응조와 상기 
제3반응조 사이 및 상기 제2반응조와 상기 제3반응조 사이에는 폭기 및 비폭기를 조정하기 위한 시간조절
장치 및 상기 시간 조절 장치에 연결되어 공기류를 간헐적으로 상기 각 반응조에 공급하기 위한 솔레노이
드밸브를 포함하는 공기주입수단이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3반응조 뒤, 또는 상기 침전조 앞에 호기성으로 운영되는 폭기 방식인 제4반응조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상기 간헐폭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3반응조를 다수개 설치하여 다단 반응
조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상기 순혐기조 및 상기 분리조는 하나의 시설로 하여 슬러지와 분리된 유입수를 동시에 분
리하여 각각의 간헐폭기 방식의 반응조로 유입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각 반응조 내에는 미생물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생물막(media)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도 있다.

본 발명의 공정에서는 분리조가 있어 이곳에서 분리된 슬러지는 일정 시간을 주기로 간헐폭기로 운영되는 
제1, 제2반응조중 혐기성 상태로 운영되는 반응조로 유입된다. 혐기성 반응조에서는 탈질 효율이 증진된
다. 슬러지와 분리된 유입수는 제1, 제2반응조중 호기성 상태로 운영되는 반응조로 유입되어 질산화가 진
행되는데, 상기 질산화를 통하여 질소 및 인의 제거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운영방식은 
산소를 간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산소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도 절감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폭기 및 비폭기를 조정하기 위한 시간조절장치와 상기 시간조절장치에 연결되어 에어 펌프
로부터 발생된 공기류를 간헐적으로 반응조에 공급하기 위한 솔레노이드밸브를 포함하는 공기주입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각 반응조에서의 폭기 및 비폭기 시간과 유로의 흐름을 각 모드에 맞게 바꾸고 각각의 
모드에서 운영 시간을 폐수의 특성에 맞게 조절함으로써 유압수의 부하 변동에 강하며 처리 효율을 극대
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하, 본 발명의 폐수 정화방법을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a 및 1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폐수의 정화공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반응조는 순혐기조,  제1,  제2,  제3반응조(1,3,4,5)  4개로 구성되며 하나의 분리조(2)와  하나의 침전조
(6)를 포함한다. 운영방식은 도 1a 및 1b에 도시한 바와 같은 제1공정 및 제2공정을 A→B→A→B… 형태로 
계속적으로 반복 운영한다.

먼저, 도 1a의 공정에서는 침전조(6)로부터 반송된 슬러지는 순혐기조(1)에서 유기물 흡착과 인의 방출이 
진행되고 분리조(2)에서는 다시 슬러지와 유입수가 분리되어 간헐폭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1반응조(3)와 
제2반응조(4)로 각각 유입된다. 제1반응조와 제2반응조에서의 폭기 및 비폭기는 서로 엇갈리게 공기가 주
입되며, 폭기 및 비폭기 시간은 각각 1시간/1시간 또는 2시간/2시간 등으로 폐수의 성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반응조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주기로 간헐폭기 형태로 운영한다. 도 1a의 공정에서, 분리조에
서 분리된 슬러지는 탈질산화를 위해 비폭기 상태로 운영되는 제2반응조(4)를 통과하여 제3반응조(5)로 
유입되고, 분리조(2)에서 분리된 유입수는 질산화를 위해 폭기상태로 운영되는 제1반응조(3)로 유입되며, 
유입된 양만큼 제2반응조(4)로 유출되고 제3반응조(5)로 유입된다. 즉, 분리조에서 분리된 슬러지는 제2, 
제3반응조를 통과하며, 분리된 유입수는 제1, 제2, 제3반응조를 통과하게 된다. 일정 시간 후에 도 1a의 
공정에서 도 1b의 공정으로 전환한다.

도 1b의 공정에서는 분리조에서의 슬러지는 비폭기로 운영되는 제1반응조와 제3반응조로 운영되며, 분리
조에서 분리된 유입수는 제2→제1→제3반응조의 형태로 운영된다. 도 1b의 공정이 끝난 후 모드는 다시 
도 1a의 공정으로 변형되어 반복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각각의 모드에서의 운영 시간은 폐수의 특성에 따
라 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각 반응조에서의 폭기 및 비폭기 시간과 유로의 흐름은 분리조와 제1 및 제2반응조 사이, 제1, 제2
반응조와 제3반응조 사이에 설치된 시간조절장치와 솔레노이드밸브(s)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각 모드에 맞

게 바꿀 수 있다. 도면에서, →는 유체의 흐름이 열린 경로를 의미하여 는 유체의 흐름이 막힌 경
로를 의미한다.

도 2a 및 2b에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폐수의 정화공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도 2a 및 2b에서는 도 1a 및 1b의 공정에 있어서, 제3반응조 뒤 또는 침전조 앞에 호기성으로 운영되는 
24시간 폭기방식의 제4반응조(7)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유로 및 운영방식의 변형된 형태를 
보여준다. 폭기방식의 제4반응조(7)를 추가로 설치하면 슬러지의 침전이 증가되며 처리효율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변형예로서, 도 1a 및 1b, 도 2a 및 2b에 있어서, 간헐폭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3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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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다수개 설치하여 다단 반응조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질소와 인의 처리효율이 더욱 증
가된다. 또한 순혐기조와 분리조를 하나의 시설로 하여 슬러지와 분리된 유입수를 동시에 분리하여 각각 
간헐폭기 방식의 반응조에 유입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각 반응조 내에는 미생물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생물막을 첨가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정화방법에 의하면,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질소와 인의 처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반응조 내 운영 방식은 호기성과 혐기성 반응조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반
응조에서 산소를 간헐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의해 이를 구연한다. 이에 따라, 하나의 반응조 내에서 질산
화를 위한 호기성 상태와 탈질산화를 위한 혐기성 상태를 모두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분리조에서 분리된 유입수와 슬러지를 각각 분리하여 질산화와 탈질산화를 유도함으로써 질소 제거 
효율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으며 간헐폭기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인의 과잉 섭취를 유도하여 인의 제거 효
율도 증진시킬 수 있다.

한편, 질소나 인을 처리하는 공정에서 중요한 인자는 호기 및 혐기성 반응조의 구성 방법 및 체류 시간이
다. 본 간헐폭기 활성 슬러지 시스템에서는 시간조절장치와 솔레노이드밸브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폭기 시
간과 비폭기 시간을 폐수의 특성에 맞게 조절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이상,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라면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
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폐수의 정화방법에 있어서, 순혐기조(1), 분리조(2),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1반
응조(3), 상기 제1반응조(3)와 반대로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2반응조(4),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3반응조(5) 및 침전조(6)의 순서로 하고, 상기 침전조(6)에서 
상기 순혐기조(1)로 슬러지를 반송시키고, 분리조(2)에서 분리된 슬러지는 상기 제2반응조(4)로 유입시키
고, 상기 분리조(2)에서 분리된 유입수는 상기 제1반응조(3)로 유입시켜 운영하는 제1공정; 및 순혐기조
(1), 분리조(2),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2반응조(4), 상기 제2반응조(4)와 반대로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1반응조(3), 폭기 및 비폭기가 반복되는 간헐폭기 방식인 
제3반응조(5) 및 침전조(6)의 순서로 하고, 상기 침전조(6)에서 상기 순혐기조(1)로 슬러지를 
반송시키고, 분리조(2)에서 분리되는 슬러지는 상기 제1반응조(3)로 유입시키고, 상기 분리조(2)에서 분
리된 유입수는 상기 제2반응조(4)로 유입시켜 운영하는 제2공정을 반복하여 질소 및 인을 제거하는 공정
으로 구성되며, 상기 분리조(2)와 상기 제1반응조(3) 사이, 상기 분리조(2)와 상기 제2반응조(4) 사이, 
상기 제1반응조(3)와 상기 제3반응조 (5)사이 및 상기 제2반응조(4)와 상기 제3반응조(5) 사이에는 폭기 
및 비폭기를 조정하기 위한 시간조절장치 및 상기 시간 조절 장치에 연결되어 상기 각 반응조에 공급되는 
유로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솔레노이드밸브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폐수의 정화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반응조(5) 뒤, 또는 상기 침전조 앞에 호기성으로 운영되는 폭기방식인 제4반응
조(7)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수의 정화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2항에 있어서, 상기 간헐폭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3반응조(5)를 다수개 설치하여 다단 반응
조로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수의 정화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2항에 있어서, 상기 순혐기조(1) 및 상기 분리조(2)를 하나의 시설로하여 슬러지와 분리된 유
입수를 동시에 분리하여 각각의 간헐폭기 방식의 반응조로 유입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수의 정화방
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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