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51)Int. Cl.
6

B09B 3/00

(45) 공고일자   2000년04월15일

(11) 등록번호   20-0176563

(24) 등록일자   2000년01월17일
(21) 출원번호 20-1999-0024411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1999년11월09일 (43) 공개일자

(73) 실용신안권자 최창락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64번지 34호 2/4
(72) 고안자 최창락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64번지 34호 2/4
(74) 대리인 송한천

심사관 :    김형준

(54) 음식물을 포함한 협잡물쓰레기 처리장치

요약

본 고안은 음식물을 포함한 협잡물 쓰레기 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다양한 물질로 혼
합된 협잡물쓰레기를 몇 가지 종류별로 분리처리가 가능하고, 특히 음식물질은 비료화 또는 사료화로 분
리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대용량의 협잡물쓰레기를 효율적이고도 자동적으로 처리되도록 한 음식물
을 포함한 협잡물 쓰레기 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의 음식물을 포함한 협잡물 쓰레기 처리장치는, 수거 및 이송된 협잡물쓰레기가 적정량씩 투입되
어 신수를 공급받아 회전혼합시키는 호퍼형태의 분쇄기(10); 상기 분쇄기에 수용된 협잡물중에서 비닐종
류와 같은 협잡물을 외곽의 장치로서 분리처리시키는 비닐수거기(20); 상기 분쇄기(10)와 연결되어 비교
적 적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오물을 분리처리되도록 드럼스크린을 포함한 오물의 자동선별기(30); 상
기 분쇄기(10)와 연결되어 쇠붙이 등의 비교적 큰 중량을 지닌 협잡물을 분리시키는 쇠붙이의 저장박스
(40); 및 상기 분쇄기(10)와 연결되어 순수음식물을 분리처리시키는 고농도크리너(50);를 포함한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3

색인어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분쇄, 크리너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시스템에 의한 전체적인 처리계통도로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를 위한 처리계통
도,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로서 음식물쓰레기의 비료화를 위한 처리계통도,

도 3은 본 고안의 전체적인 구성도,

도 4는 본 고안을 구성하는 분쇄기의 상세적인 요부의 사시도,

도 5는 본 고안의 음식물 고농도크리너의 구성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분쇄기                        11: 쇠붙이배출구

12: 음식물배출구                  13: 와류발생편

14: 오물배출구                    15: 수용통

16: 커터                          17: 배출구멍

18:커터회전체                     19: 신수공급관

20: 비닐수거기                    21: 인출기

22: 파쇄기                        30: 자동선별기

31: 커터회전체                    32: 드럼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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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 구멍                         33: 스크류

34,41: 세정수공급관               40: 쇠붙이 저장박스

50: 고농도크리너                  51: 인입구

52: 인출구                        53: 몸체

54,56: 게이트                     55: 수용통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음식물을 포함한 협잡물쓰레기 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음식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물질로 혼합된 협잡물쓰레기를 몇 가지 종류별로 분리처리가 가능하고, 특히 음식물은 비료화 또
는 사료화로 분리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대용량의 협잡물쓰레기를 효율적이고도 자동적으로 처리되
도록 한 음식물을 포함한 협잡물쓰레기 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정, 식당, 음식물가공공장 등지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수거되지 않는 한 
다른 생활쓰레기와 함께 수거되어 폐기되기 때문에 재처리과정을 통한 사료화 또는 비료화가 불가능하게 
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등의 폐단이 있다.

따라서 음식물을 포함한 협잡물쓰레기를 그대로 폐기시키지 않고 협잡물쓰레기를 구성하는 음식물을 비롯
하여 여러 협잡물을 종류별로 분리시켜야 하는 데, 이럴 경우에는 작업자가 일일이 손으로 분리하게 되어 
많은 작업인원이 필요하게 되고, 분리된 구성물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별도의 장치들
을 사용하여 후속처리가 수행됨으로써 많은 수고와 번거러움과 설비운영 및 관리가 곤란하게 되는 등으로 
효율적인 처리작업이 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

특히 비닐같은 고형물의 쓰레기는 그 분리가 용이하게 되지만, 이에 포함된 음식물쓰레기는 일정한 형태
를 유지하지 못하고 모래나 각종 미세한 이물질과 함께 수분을 함유하여 섞어져 있는 까닭에 그 분리가 
보다 어렵게 되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 다양한 물질로 혼합된 협잡물쓰레기를 각각의 종류별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분리된 쓰레기는 
다음공정으로 연계시켜 자동으로 후속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분리된 음식물쓰레기는 비료화 또
는 사료화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대용량의 쓰레기가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한 음식물을 포
함한 협잡물쓰레기 처리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음식물을 포함한 협잡물쓰레기 처리장치는, 수거 및 이송된 쓰레기
가 자동투입기에 의해 분쇄기에 투입되고, 분쇄기에서는 신수가 공급되어 혼합되는 과정에서 비닐수거기
에 의해 비교적 긴 이물질이 연달아 꼬아지면서 수거, 파쇄, 탈수과정으로 분리처리되고, 그 외 오물이 
자동선별기 및 드럼스크린을 거치면서 탈수처리되며, 쇠붙이 등이 별도로 저장박스에 분리처리되며, 음식
물이 고농도크리너, 농축조, 스크린, 발효기 등을 통해 사료화 또는 비료화로 재처리되도록 한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고안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시스템에 의한 전체적인 처리계통도로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를 위한 처리계통
도이고,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로서 음식물쓰레기의 비료화를 위한 처리계통도
이며, 도 3은 본 고안의 전체적인 구성도이며, 도 4는 본 고안을 구성하는 분쇄기의 상세적인 요부의 사
시도이며, 도 5는 본 고안의 분리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처리하는 고농도크리너의 구성 단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음식물을 포함한 협잡물쓰레기 처리장치는, 수거 및 이송된 협잡물쓰레기가 
적정량씩 투입되어 신수를 공급받아 회전혼합시키는 호퍼형태의 분쇄기(10)와, 상기 분쇄기에 수용된 협
잡물중에서 비닐종류와 같은 협잡물을 외곽의 장치로서 분리처리시키는 비닐수거기(20)와, 상기 분쇄기
(10)와 연결되어 비교적 적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오물을 분리처리되도록 드럼스크린을 포함한 오물
의 자동선별기(30)와, 상기 분쇄기(10)와 연결되어 쇠붙이 등의 비교적 큰 중량을 지닌 협잡물을 분리시
키는 쇠붙이의 저장박스(40)와, 상기 분쇄기(10)와 연결되어 순수음식물을 분리처리시키는 고농도크리너
(50)로 대별된다.

상기 분쇄기(10)는 하단 일측에 쇠붙이배출구(11)와 음식물배출구(12)가 형성되고 내벽에 와류발생편(1
3)과 외벽 일측에 내부와 연통된 오물배출구(14) 및 전동밸브(14a)가 설치된 수용통(15)과, 다수의 커터
(16)가 원주방향으로 설치되고 다수의 배출구멍(17)이 형성되어 상기 수용통(15)의 하부에서 내부 바닥면
으로 관통설치되고 모터(M)에 의해 회전되는 커터회전체(18) 및 상기 수용통(15)에 신수를 공급하는 신수
공급관(19)을 포함한다.

상기 비닐수거기(20)는 분쇄기(10)의 외부에 이격설치되는 것으로서 인출기(21)와 인출된 비닐 등을 파쇄
시키는 파쇄기(22)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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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동선별기(30)는 분쇄기(10)에 설치된 오물배출구(14)에 연결된 것으로서, 분쇄기에 설치된 커터회
전체(18)의 구성과 동일한 또 다른 커터회전체(31)가 내부에 설치되고 이에 전동밸브(35a)를 구비한 신수
공급관(35)이 설치된다.

또한 상기 자동선별기(30)에는 전동밸브(36a)를 구비한 연결관(36)을 통해 연결된 것으로서 다수의 구멍
(32a)이 형성되어 회전하는 드럼스크린(32)과 스크류(33)와 세정수공급관(34)이 구성되고, 상기 자동선별
기(30)의 후단으로는 전동밸브(37a)를 구비한 회수관(37)이 설치된다.

상기 쇠붙이의 저장박스(40)는 분쇄기(10)의 하단에 형성된 쇠붙이배출구(11)와 연결되고, 상기 저장박스
(40)에는 전동밸브(42a)(42b)가 상하단으로 설치되며, 또한 전동밸브(41a)를 구비한 세정수공급관(41)이 
연결된다.

상기 음식물의 고농도크리너(50)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쇄기(10)의 하단에 형성된 음식물배출구
(12)에 연결된 것으로서, 상단에 인입구(51)와 인출구(52)가 형성되고 하단에 전동밸브(56a)로 작동되는 
게이트(56)가 설치된 몸체(53)와, 상기 몸체의 하방으로 연결되고 하단에 전동밸브(54a)로 작동되는 게이
트(54)와 상부벽에 전동밸브(57a)로 작동되는 신수공급관(57)이 설치된 이물질수용통(55)과, 상기 음식물
배출구(12)와 고농도크리너(50)를 연결하는 연결관에 설치되는 펌프(58)를 포함한다.

이 때 상기 인입구(51)의 방향은 몸체(53)의 중심을 벗어나 몸체의 내주벽으로 향하도록 설치된다.

한편, 상기 고농도크리너(50)에는 분리된 음식물의 사료화 또는 비료화가 가능하도록 그 인출구(52)를 통
해 후속공정이 연계된다.

즉, 사료화를 위해서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출구(52)에 농축조(501), 스크린(502), 탈수기(503), 
발효기(504) 등이 연결되고, 비료화를 위해서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출구(52)에 농축조(501), 소
화조(505), 미세드럼스크린(506), 탈수기(507), 발효기(508) 등이 연결된다.

또한 상기 사료화과정에서는 농축조(501)에서의 상등수가 회수관(59)을 통해 다시 분쇄기의 수용통(15)으
로 회수되고 침전수가 하수로 연계처리되며, 비료화과정에서는 농축조(501)에서의 상등수가 회수관(59)을 
통해 다시 분쇄기의 수용통(15)으로 회수되고 소화조(505)에서의 상등수가 분뇨연계처리되도록 하였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의 작용효과를 설명한다.

먼저, 수거된 음식물을 포함한 협잡물쓰레기가 차량 등으로 실려와 저장호퍼(101)에 일단 모아지게 되고, 
상기 저장호퍼(101)내의 음식물쓰레기는 자동투입기(102) 및 이송콘베이어(103)에 의해 적정량씩 분쇄기
(10)의 수용통(15)에 투입되어진다.

동시에 신수공급관(19)을 통해 수용통(15)에는 이미 투입되어진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물이 공급된다.

다음으로 모터(M)를 가동시키게 되면 커터회전체(18)의 회전에 의해 수용통(15)내의 음식물쓰레기는 공급
된 신수와 혼합되면서 회전하게 되고, 음식물쓰레기와 회전하는 물은 수용통(15)의 내벽에 형성된 와류발
생편(13)과 커터회전체(18)의 상면에 설치된 커터(16)들의 작용으로 회류를 일으키며 회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치로폴이나 비닐 등의 가벼운 협잡물은 물위로 떠오르게 되고, 음식물이나 쇠붙이 및 모래 
등의 비교적 무거운 협잡물은 물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또한 가라앉은 협잡물은 회전하는 커터회전체(18)의 커터(16)들에 의해 분쇄되어진다.

이하, 상기 분쇄기(10)의 작용에 의한 협잡물의 세밀한 분리처리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물위로 떠오르면서 회전하고 있는 비닐 등의 협잡물 수거방법을 설명한다.

비닐수거기(20)를 가동시키게 되면 톱니형태의 양 롤러가 맞물러 이루어진 인출기(21)가 회전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용통(15)내의 비닐이나 끈 등의 끝단을 상기 인출기(21)에 물리게 되면 수용통내의 비
닐은 물의 회전작용에 의해 새끼줄처럼 꼬이는 상태로 이끌러 나오게 된다.

즉, 인출기(21)의 회전작용에 의해 당겨지게 되고, 물의 회전에 의해 꼬이면서 주위의 다른 비닐을 계속
적으로 연결시키게 되어 단절되지 않는 제거작업이 자동적으로 수행되어진다.

인출된 비닐은 후속공정의 파쇄기(22)에 의해 분쇄되고, 탈수기(201)에 의해 탈수되며, 콘테이너(202)에 
담아져 최종폐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으로 오물의 분리 및 후처리방법을 설명한다.

여기서 오물이라 함은 비교적 부력이 크고 소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기 비닐수거기(20)로 
제거되지 않은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협잡물이다.

오물의 분리처리는 상기 비닐분리처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용통(15)내에서 회전하면서 떠오
르는 오물은 수용통(15)의 일측에 연통설치된 오물배출구(14)를 통해 자동선별기(30)에 들어오게 된다.

즉, 전동밸브(14a) 및 전동밸브(37a)의 오픈작동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동선별기(30)에 인입되어진다.

상기 커터회전체(31)는 분쇄기(10)에 설치된 커터회전체(18)의 구조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수용된 오
물을 분쇄시키면서 물을 포함한 비교적 미세한 입자의 것은 커터회전체(31)의 후부로 압송되어져 전동밸
브(37a) 및 회수관(37)을 통해 분쇄기의 수용통(15)으로 회수 재처리과정을 밟게 되고, 비교적 큰 입자의 
것은 상기 회수관(37)의 전동밸브(37a)  및 오물배출구(14)의 전동밸브(14a)가 막히고 신수공급관(35)의 
전동밸브(35a) 및 이송관(36)의 전동밸브(36a)가 열린 상태에서 드럼스크린(32)에 들여 보내지게 된다.

상기 전동밸브(14a)(36a)(37a)(35a)는 미도시된 콘트롤부에 의해 일정한 시간의 주기를 가지고 반복적인 
개폐작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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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드럼스크린(32)에 들어 온 오물은 세정수공급관(34)을 통해 물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스크류(33) 및 
드럼스크린(32) 자체의 회전동작에 의해 회전혼합되고, 이 과정을 통해 물기는 드럼스크린(32)에 형성된 
다수의 구멍(32a)을 통해 빠져나와 회수관(38)을 통해 분쇄기의 수용통(15)으로 회수 재처리과정을 밟게 
되고, 나머지 고형의 오물은 이송배출되어 다음 공정인 탈수기(302)에서 탈수되며, 콘테이너(302)에 담아
져 최종 폐기처리된다.

다음으로 쇠붙이나 모래 등의 협잡물 제거방법을 설명한다.

쇠붙이나 모래 등의 분리처리 역시 상기 비닐이나 오물의 처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쇠붙이나 
모래 등은 분쇄기(10)의 수용통(15)내에서 회전하면서 그 중량에 의해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가라앉은 
쇠붙이는 회전하는 원심력에 의해 바닥의 일측에 형성된 쇠붙이배출구(11)를 통해 배출되어 저장박스(4
0)에 모아지게 된다.

이러한 동작은 전동밸브(42a)가 열리고 전동밸브(42b)가 닫힌 상태에서 행해진다.

저장박스(40)에  모아진  쇠붙이  등의  협잡물은  세정수공급관(41)을  통해  공급되는  세정수에  의해 
세척되고, 세척이 완료된 쇠붙이는 전동밸브(42a)가 닫히고 전동밸브(42b)가 열리게 되어 하방의 콘테이
너(401)에 모아져 최종폐기처리된다.

마지막으로 본 고안의 주된 목적인 음식물의 분리처리방법을 설명한다.

음식물의 분리처리 역시 상기 비닐, 오물, 쇠붙이 등의 분리처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분쇄기
(10)의 수용통(15)에서 회전하면서 가라앉은 음식물은 커터회전체(18)의 커터(16)에 의해 분쇄되면서 상
기 커터의 바닥면에 형성된 다수의 배출구멍(17)을 통과하게 되고, 통과된 음식물은 다시 음식물배출구
(12)를 통해 고농도크리너(50)에 수용된다.

이러한 음식물의 이송은 펌프(58)에 의해 용이하게 수행되어진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입구(51)을 통해 몸체(53)의 내벽으로 부딪쳐지는 상태로 들어온 음식물은 몸
체(53)내에서 회류를 일으키며 회전하게 되고, 이 때 음식물에 포함된 무거운 물체는 몸체 내벽을 타고 
회전하면서 내려와 하방의 수용통(55)에 쌓이게 되고, 비교적 가벼운 물과 음식물은 회전하면서 떠 올라 
인출구(52)를 통해 빠져나가게 된다.

또한 이 때에는 세정수공급관(57) 및 전동밸브(57a)를 통해 물이 공급되어져 수용통에 쌓인 쇠붙이를 세
척시키게 된다.

상기  인출구(52)를  통해  빠져나가는  음식물에는  거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  음식물로  되어진 
것이다.

한편, 쇠붙이나 모래 등의 이물질이 수용통(55)에 소정량 쌓이게 되면, 전동밸브(56a)에 의해 상단의 게
이트(56)가 잠기고 전동밸브(57a)에 의해 하단의 게이트(54)가 열리게 되어 상기 하단 게이트(54)를 통해 
배출 및 콘테이너(401)에 담아져 최종폐기된다.

한편, 인출구(52)를 통해 빠져나간 순수 음식물은 다음 공정인 농축조(501)에 수용되어 농축되고, 농축조
에서 발생된 상등수는 다시 회수관(59)을 통해 분쇄기의 수용통(15)으로 회수되어 재처리과정을 밟게 된
다.

또한 농축조(501)에 침전된 음식물을 사료화할 경우에는 도 1에서와 같이 스크린(502), 탈수기(503), 발
효기(504) 등을 통해 사료로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농축조(501)에 침전된 음식물을 비료화할 경우에는 
도 2에서와 같이 소화조(505), 미세드럼스크린(506), 탈수기(507), 발효기(508) 등을 통해 비료로의 이용
을 가능하게 한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음식물을 포함한 협잡물쓰레기 처리장치는, 수거 및 이송된 쓰레기
가 자동투입기에 의해 분쇄장치에 투입되어 신수가 공급되어 혼합되는 과정을 통해 비닐수거기에 의해 비
교적 긴 이물질이 연달아 꼬아지면서 수거, 파쇄, 탈수과정으로 분리처리되고, 그 외 오물이 자동선별기 
및 드럼스크린을 거치면서 탈수처리되며, 쇠붙이가 저장박스에 별도로 수거처리되며, 음식물이 고농도크
리너, 농축조, 스크린, 탈수기, 발효기 등을 통해 사료화 또는 비료화로 재처리되도록 한 하나의 시스템
에 의해, 다양한 물질로 혼합된 협잡물쓰레기를 각각의 종류별로 분리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종류별로 
분리된 협잡물은 다시 다음공정으로 연계되어져 자동으로 최종처리가 이루어지며, 특히 분리된 음식물은 
비료화 또는 사료화로 재처리되는 등으로 대용량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시키게 됨과 아울러 그 중 
음식물이 사료화 비료화가 가능하게 되어 경제적인 잇점을 가져다 주게 되는 등의 효과를 발휘한다.

본 고안은 기재된 구체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고안의 사상과 범위내에서 변형이나 변경할 
수 있음은 본 고안이 속하는 분야의 당업자에게는 명백한 것이며, 그러한 변형이나 변경은 첨부한 실용신
안등록청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거 및 이송된 협잡물쓰레기가 적정량씩 투입되어 신수를 공급받아 회전혼합시키는 호퍼형태의 분쇄기
(10);

상기 분쇄기에 수용된 협잡물중에서 비닐종류와 같은 협잡물을 외곽의 장치로서 분리처리시키는 비닐수거
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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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쇄기(10)와 연결되어 비교적 적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오물을 분리처리되도록 드럼스크린을 
포함한 오물의 자동선별기(30);

상기 분쇄기(10)와 연결되어 쇠붙이 등의 비교적 큰 중량을 지닌 협잡물을 분리시키는 쇠붙이의 저장박스
(40); 및

상기 분쇄기(10)와 연결되어 순수음식물을 분리처리시키는 고농도크리너(50);를 포함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협잡물쓰레기 처리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쇄기(10)는 하단에 쇠붙이배출구(11)와 음식물배출구(12)가 형성되고 내벽에 와
류발생편(13)과 외벽에 내부와 연통되도록 오물배출구(14)가 설치된 수용통(15)과,

다수의 커터(16)가 원주방향으로 설치되고 다수의 배출구멍(17)이 형성되고, 상기 수용통(15)의 하부에서 
내부 바닥면으로 관통설치되어 모터(M)에 의해 회전되는 커터회전체(18)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협잡물쓰레기의 처리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농도크리너(50)는 상단에 인입구(51)와 인출구(52)가 형성된 몸체(53)와, 상단 
및 하단에 게이트(56)(54)가 설치되어 상기 몸체(53)의 하단에 일체로 연결설치되는 수용통(55)으로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협잡물쓰레기의 처리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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