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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용기본체(A)에 설치한 응집장치(B)와, 분리장치(C)와, 침강분리실 (A-2)과, 상등수 통로 및, 상등수 유출
관(15)을 설치하고, 상기 응집장치에서 생성된 응집원수(나)를 상기 분리장치에서 고액(固液)분리한 후, 상기 용기본
체의 하류간극(A-1)을 개재하여 상기 침강분리실로 도입하고, 이 침강분리실에서 비중분리하여, 상등수를 상기 상등
수 통로·유출관을 개재하여 장치 바깥으로 유출하는 침강분리장치이다. 따라서 침강분리실로의 처리원수의 확보와, 이 
침강분리실에서의 체류시간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것, 및 이 체류시간의 확보를 통해서 효율적이면서 품질이 좋은 
청등수를 생성할 수 있는 침강분리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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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침강분리장치, 상등수, 침강 분리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도 1의 평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원수도입관 2 - 원수도입구

3 - 둑 4 - 유하구(流下口)

11 - 통체 11a - 외주면

12 - 분리체 12a - 표면

13 - 분리체 13a - 표면

14 - 구멍 15 - 상등수 유출관

16 - 상등수 유출구 20 - 회전축

21 - 장착판 22 - 긁어 모음판

23 - 구동부 24 - 농축 슬러지 배출구

30 - 유분(油分)수집통 31 - 유분 유출관

A - 용기본체 A' - 내부 바닥면

A-1 - 유하간극(流下間隙) A-2 - 침강분리실

B - 응집장치 B-1 - 둥근 형상룸(環狀部室)

C - 분리장치 D - 긁어 모음장치

E - 유분 분리장치

가 - 원수 나 - 응집원수

다 - 처리완료 원수 라 - 상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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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농축 슬러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공장의 폐액처리, 수(水)처리, 그 밖의 배수처리 등에 사용되는 침강분리(沈降分離)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 용기본체에 설치된 우산 형상의 분리체와, 이 우산 형상의 분리체 하방의 상기 용기 본체로 확대되는 침강 분리실
로 구성되는 발명, 고안이 존재한다. 이들 문헌 중에서, 구조가 간단하면서 취급이 용이한 문헌을 들면, 1) 일본 특개소 
62-171716호의 침전분리장치, 2)일본 실개소 62-130706호의 침전분리장치, 3)일본 특개소 63-182009호의 오니
(汚泥)수 등 원수의 고액분리장치가 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헌은, 우산 형상의 분리체와 용기 본체와의 사이에 응집원수가 흘러내리는 데에 적합한 유하 간극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기 유하 간극에 플록(flock)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막힘을 해소하기 위하여, 침강분리장치의 정지, 
및 청소의 필요성면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상기 유하 간극으로 부터의 완만한 흘러 내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가령, 응집 원수량이 부족하게 되고, 이 
응집원수의 부족은 침강분리실에서의 체류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효율적이고 정밀한 비중차 분리가 충분히 이
루어지지 못하는 점, 또는 상등수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없는 점등의 문제가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본고안 청구항 1의 고안은, 침강분리실로의 처리 원수량의 확보와, 그 침강분리실에서의 체류시간의 확보 및 이 체류시
간의 확보를 이용하여, 효율적이면서 품질이 좋은 상등수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구항 1은, 용기 본체에 설치한 원수 도입구를 구비한 응집장치와,

이 응집장치에 매달은 우산 형상의 분리체를 복수 설치한 분리장치와,

이 분리장치의 하방으로 확대되는 침강분리실과,

이 침강분리실의 상방에 설치한 상등수 통로와,

이 상등수 통로와 연통되는 상등수 유출관을 각각 설치하고,

원수 도입관으로 부터 도입된 원수를 상기 응집원수로서, 이 응집원수를 상기 분리장치에서 고액분리한 후, 상기 용기
본체를 상기 우산 형상의 분리체에서 생성되는 유하간극을 개재하여, 상기 침강분리실로 도입하고, 이 침강분리실에서 
비중분리하여, 상등수를 상기 상등수 통로·유출관을 개재하여, 상기 용기본체 밖으로 유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침
강분리장치이다.

청구항 2의 고안은, 침강분리실에서의 처리완료 원수를 효율적으로 비중분리하고, 고품질의 청등수와 농축 플록(flock)
의 생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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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는, 우산형상의 분리체를 용기본체의 약 1/2의 상부에 설치하고, 침강분리실에 큰 공간을 형성하는 구성의 침
강분리장치이다.

청구항 3의 고안은, 침강분리실에서 생성된 농축 플록을 확실하게 모은 후, 용기본체 밖으로 유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구항 3은 용기본체의 하부에 긁어 모음판을 회전 가능하게 설치하여, 응집플록을 회수하는 구성의 침강분리장치이다.

본 고안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수 도입관으로부터 응집장치에 도입된 원수는, 응집장치의 둥근 환상룸(環狀部室)내를 완만하게 환류(還流)해 
가고, 이 환류 시에 원수와 응집조제의 혼화(混和)를 도모하여, 슬러지(sludge)를 침강성이 좋은 플록으로 변환시킨다.

이 응집장치에 개방 설치된 유하구를 개재하여, 이중으로 중첩 형상으로 배치된 복수개의 우산형상의 분리체로 도입한
다.

이 분리체로 도입된 응집원수는 복수의 분리유로(分離流路)와 분배되어 흘러내려 가고, 그 유하 과정에서 응집원수는 
분리체와 접촉하여, 그 마찰저항에 의해 한층 속도가 느려짐과 동시에, 기계적인 접촉충격에 의해 슬러지를 더욱 괴(塊)
형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여 플록이 생성된다.

이 플록은 분리체의 마찰저항에 의해 분리 구별되고, 고액분리(접촉분리)가 행해지면서 분리체의 하류부를 향해서 흘
러내려간다.

이 고액분리된 처리완료 원수는, 해당 분리체와 용기본체에서 형성되는 유하간간을 확실하고 신속히 흘러내려가서 침강 
분리실에 도달한다. 이 침강분리실에 도달한 처리원수는, 큰 공간과 충분한 체류시간을 갖고 비중분리되어 상등수와 농
축슬러지로 구분된다.

이 상등수는 부상(浮上)하여 분리체의 내면에 모아진 후, 상등액이 되어 침강분리실의 상방부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함
과 동시에, 이 체류시에 다시 이것에 함유하는 작은 슬러지로 분리되어, 깨끗해진 상등액이 미세한 속도로 상승해 가고, 
상등액 유출관을 개재하여 외부로 유출된다.

한편, 슬러지 괴는 용기본체의 안쪽 바닥면을 향해서 강하해가고, 그 안쪽 바닥면에 모아지는 한편, 차츰 농축되어 농축
슬러지 배출관에 도달한다.

이 농축 슬러지 배출관을 개재하여 외부로 배출된다. 또, 유분은, 유분 수집통에서 모아진 후, 유분 유출관을 거쳐서 유
분을 회수한다.

상술한 조작은 원칙으로서, 순차 반복되어 원수처리가 원만하게 행해진다.

이하, 본 고안의 일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본고안의 침강분리장치는 통형상의 용기본체(A)와 용기본체(A)에 설치되는 응집장치 (B), 분리장치(C), 및 긁어 모
음장치(D), 유분 분리장치(E)를 주구성 요소로 한다.

용기본체(A)에는 도시하지 않은 지지체를 개재하여 응집장치(B)를 설치하고, 이 응집장치(B)에 하방으로 매달은 분리
장치(C)와의 사이에서 유하간극(A-1)을 형성하고, 또 분리장치(C)의 하방에 침강분리실(A-2)을 형성한다.

따라서, 후술하는 응집장치(B)에서 처리되고 처리완료 원수(가)는, 이 유하간극(A-1)을 이용하여, 침강분리실(A-2)
로 흘러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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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장치(B)는 원수(가) 또는 원액등의 유체(원수로 한다)를 도입하는 원수도입관을(1)을 접속하는 원수 도입구(2)
와, 도입된 원수(가)의 체류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환상룸(B1)에 적당간격으로 설치한 칸막이(3)와, 응집원수(나)를 
흘려보내는 유하구(4)로 구성된다.

따라서, 원수 도입구(2)를 개재하여 도입된 원수(가)는, 이 응집장치(B)에 공급되는 응집 보조제와의 혼합 및 교반, 
또 칸막이(3)를 이용한 체류시간에 의해서, 원수(가)중의 슬러지는 침강성이 좋은 플록으로 변한다.

분리장치(C)는 응집장치(B)에 지지되는 통체(11)와, 이 통체(11)의 하방에 매달은 크고 작은 우산형상의 분리체(12,
13)와, 상기 분리체(12)에 설치한 구멍 (14)과, 상기 통체(11)에 횡으로 설치되는 상등수 유출관(15)이 접속되는 상
등수 유출구(16)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응집원수(나)는 통체(11)의 외주면(11a)을 흘러내린 후, 분리체(12)로부터 분리체(12)의 구멍(14)을 유하
여 분리체(13)에 도달한다. 이 분리체(12,13)에 의한 접촉분리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접촉 분리하기 때문에, 상기 플록화된 슬러지는, 이 분리체(12,13)의 표면(12a,13a)과의 접촉이 용이해져서, 
이 표면(12a,13a)에서 확실히 포착(捕捉)된다. 또, 처리완료 원수(다)는, 상기 유하간극(A-1)을 이용하여, 침강분리
실 (A-2)에 적량(適量)이 흘러내린다.

이 침강분리실(A-2)은 넓은 스페이스를 갖는 것과, 처리완료 원수(다)가 적량 흘러내림으로써, 고요한 흐름 속에서 
처리완료 원수(다)의 비중분리를 도모할 수 있다.

상등수(라)는 이 침강분리실(A-2)을 부상하면서, 통체(11)내를 개재하여 상등수 유출구(16) 및 상등수 유출관(15)
을 경유하여 침강분리장치 밖으로 유출된다.

긁어 모음장치(D)는 상기 통체(11)내에 설치한 회전축(20)과, 이 회전축(20)에 설치한 장착판(21)과, 이 장착판(2
1)에 설치한 여러 장의 긁어 모음판(22)과, 상기 회전축(20)을 회전시키는 구동부(23)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내부 
바닥면 (A')에 퇴적된 농축 슬러지(마)를 긁어 모음판(22)을 개재하여 회수하고, 용기본체 (A)에 설치한 농축 슬러지 
배출관(24)를 개재하여 다른 기기로 배출한다.

유분 분리장치(E)는 용기본체(A)에 설치한 유분 수집통(30)과, 이 유분 수집통(30)에 연통하는 유분 유출관(31)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기본체(A)에 부유하는 유분을 회수한다.

    고안의 효과

    
청구항 1의 고안은, 용기본체에 설치한 원수 도입구를 구비한 응집장치와, 이 응집장치에 매달은 우산형상의 분리체를 
복수 설치한 분리장치와, 이 분리장치의 하방으로 확대되는 침강분리실과, 이 침강분리실의 상방에 설치한 상등수 통로
와, 이 상등수 통로와 연통되는 상등수 유출관을 각각 설치하고, 원수 도입관으로부터 도입된 원수를 상기 응집원수로
서, 이 응집원수를 상기 분리장치에서 고액분리한 후, 상기 용기본체를 상기 우산형상의 분리체에서 생성되는 유하간극
을 개재하여, 상기 침강분리실로 도입하고, 이 침강분리실에서 비중분리하여, 상등수를 상기 상등수 통로·유출관을 개
재하여, 상기 용기본체 밖으로 유출하는 것 등의 특징이 있다.
    

청구항 2의 고안은, 우산형상의 분리체를 용기본체의 약 1/2의 상부에 설치하고, 침강분리실에 큰 공간을 형성하는 침
강분리장치이다. 따라서 침강분리실에 있는 처리완료 원수를 효율적으로 비중 분리하여, 고품질의 청등수와 농축 슬러
지의 생성을 도모할 수 있다.

청구항 3의 고안은, 용기본체의 하부에 긁어 모음판을 회전 가능하게 설치하고, 응집플록을 회수하는 침강분리장치이다. 
따라서 침강분리실에서 생성된 농축 슬러지를 확실히 긁어 모은 후, 용기본체 밖으로 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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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용기본체에 설치한 원수 도입구를 구비한 응집장치와,

이 응집장치에 매달은 우산형상의 분리체를 복수 설치한 분리장치와,

이 분리장치의 하방으로 확대되는 침강분리실과,

이 침강분리실의 상방에 설치한 상등수 통로와,

이 상등수 통로와 연통되는 상등수 유출관을 각각 설치하고, 원수 도입관으로부터 도입된 원수를 상기 응집원수로서, 
이 응집원수를 상기 분리장치에서 고액분리한 후, 상기 용기본체를 상기 우산형상의 분리체에서 생성되는 유하간극을 
개재하여, 상기 침강분리실로 도입하고, 이 침강분리실에서 비중분리하여, 상등수를 상기 상등수 통로·유출관을 개재
하여, 상기 용기본체 밖으로 유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침강분리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우산 형상의 분리체를 용기본체의 약1/2의 상부에 설치하고, 침강분리실에 큰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침강분리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용기본체의 하부에 긁어 모음판을 회전 가능하게 설치하여, 응집 플록을 회수하는 구성으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침강분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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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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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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