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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를 이용한 오폐수 및 고농도유기폐수 처리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를 이용한 오수 및 고농도 유기폐수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축폐수, 분뇨 및 음식물

폐수를 정화하는 고농도 유기성 폐수의 처리방법에 있어서, 협잡물 처리기(10), 펌핑조(12) 및 원심분리기(14)를 순서대로

거치며 고농도의 폐수에서 대형의 협잡물을 걸러내고, 미세한 고체부유물을 함유하는 슬러지 함유물을 분리하는 전처리

단계(A); 상기 전처리 단계(A)를 행한 폐수에 함유된 고농도의 유기물 및 질소 등의 영양물질을 분해하는 제 1생물학적처

리 단계(B); 상기 제 1생물학적처리 단계(B)를 행한 폐수에 함유된 유기물 및 질소 등을 분해하기 위하여 폐수를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거치도록 하는 제 2생물학적처리 단계(C); 상기 제 2생물학적처리 단계(C)를 행한 폐수에 함유된 난분해성 물

질 및 색도 등을 분해하기 위하여 폐수를 화학적 처리 시설을 거치도록 하는 화학적처리 단계(D); 및 상기 전처리 단계(A)

의 원심분리기(14)와 상기 제 1생물학적처리 단계(B)의 원심농축탈수기(28)에서 분리된 고형물을 퇴비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 자원화하는 자원화단계(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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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원심분리기, 슬러지, 오존, 폐수, 분뇨, 유기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고농도 유기성 폐수의 처리를 위한 계통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농도 유기성 폐수의 처리 공정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고농도 유기성 폐수의 처리 공정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고농도 유기성 폐수 처리장치의 원심분리기 구조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고농도 유기성 폐수 처리장치의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의 평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고농도 유기성 폐수 처리장치의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의 종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A : 전처리 단계 B : 제 1생물학적처리 단계

C : 제 2생물학적처리 단계 D : 화학적처리 단계

E : 자원화 단계

10 : 협잡물처리기 12 : 집수기(펌핑조)

14 : 원심분리기

121, 122 : 회전축 123 : 회전통

124 : 이송스크류

125 : 폐수 126 : 협잡물 배출구

127 : 분리액 배출구

20 : 제 1유량조정조

22 : 고율 미생물 반응교반기

212 : 탈질반응조 214 : 활성화조

216 : 질산화반응조 2123, 2143, 2163 : 공기유입호스

2121, 2141, 2161 : 수중공기펌프

220 : 원수유입관 230 : 내부반송관

240 : 이젝터 250, 250a, 250b : 공기유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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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가스배출관 270 : 처리액 배출관

26 : 제 2유량조정조 28 : 원심농축탈수기

30 : 폭기조 32 : 제 1침전조

34 : 혐기조 36 : 호기조

37 : 침전조 40 : 화학응집조

42 : 제 2침전도 44 : 오존접촉조

50 : 자원화설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를 이용한 오폐수 및 고농도 유기폐수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배출

되는 오폐수, 분뇨 및 음식물 폐수 등의 폐수로부터 고형성분, 액상성분 및 기체성분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액상성분에

공기를 공급하여 미생물을 활성화함으로써 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충분히 정화하여 방류하기 위한 고농도

유기성 폐수의 고속 처리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기폐수는 스크린분리, 침전분리 등을 통하여 고액분리를 행한 다음, 호기성처리기, 혐기성처리기 및 무산소

처리기가 조합되어 있는 생물학적처리를 한 후 방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유기폐수에 대하여 생물학적 처리에 의하여 폐수 속에 녹아 있는 미생물의 먹이원인 탄소를 구성성분으로 하

는 각종의 유기물은 물론이고, 단백질의 분해로부터 발생하는 질소화합물, 지방질로부터 유래되는 인화합물 등을 제거하

고자 하는 것이다.

미생물의 먹이원이 되는 탄화수소의 경우는 비교적 용이하게 미생물에 의하여 제거되지만, 질소화합물 및 인화합물들은

그 제거가 용이하지 않아 이를 생물학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연구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생물학적 질소제거는

1960년대 1단 활성슬러지 공정 내에서 질산화와 탈질화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생물학적인 인처리 공정도 질

소의 제거와 마찬가지로 반응기의 환경조건을 변화시킴으로서 미생물의 생화학적 경로에 의하여 제거하게 되어 그 연구의

결과로부터 많은 처리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상기와 같은 미생물처리방법은 비교적 유기질소의 함량이 낮은 도시로부터 발생되는 생활오수에

는 비교적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축산농가로부터 발생하는 축산분뇨폐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축분으

로 부터 발생하는 슬러지양의 과다로 인해 슬러지의 계속되는 분해에 의한 질소화합물의 증가로 처리시설이 거대해져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 처리시간도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생물학적 질소의 제거는 미생물의 동화작용에 의한 세포합성과 질산화 및 탈질화 반응을 연속적으로 유도하여 질소가스로

전환시켜 제거하는 방법으로 암모니아성 질소화합물이 니트로소모나스, 니트로박터 등의 미생물의 동화작용에 의해 질산

성질소로 변화된다. 질산성질소는 임의성 종속영양 미생물인 헤테로트롭프스에 의해 무산소상태에서 전자공여체인 유기

탄소원에 의해 질소가스상태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개발된 처리방법으로는 BNR(biological nutrient removal) 공정이 있으며, 이 공정은 반응

기내를 호기성으로 유지하여 질산화를 유도하고, 질산화된 질소를 준혐기성 조건에서 탈질을 이루도록 한 호기성 및 준혐

기 반응기의 배열에 의존하는 것이고, 이 BNR 공정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바덴포(Bardenpho)공정, A/O공정,

A2/O공정, UCT(University of capetown)공정, 바이오데니포(Biodenipho; Biological denitrification phosphorus)공

정, BB(Bunnik Bunschoten)프로세스, 캐로우셀(Carrousel)공정, 산화구(Oxidation ditch)공정 등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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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와 같이 많은 공정이 생물학적 질소 처리를 위하여 개발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리를 하

기 위한 시설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거나, 유기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는 축산농가의 대량사육에 의하여 발생되는 가축분

뇨의 처리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고농도 유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 및 처리시설을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었으나, 원심분리 및 탈기단계

에서 처리되는 고농도 유기폐수의 처리량이 한정될 뿐만 아니라, 폐수내의 부유물질을 보다 완벽하게 분리하는 데에는 미

흡한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고농도 유기성 오폐수를 보다 효율적으

로 처리하여 처리시간의 단축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하며, 유기성의 부유물은 비료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조

건을 조성하여 비료화 공정에 의하여 식물의 영양성분인 비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의 근본적인 정화대책

을 이룩할 수 있는 고농도 유기성 폐수의 고속 처리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은, 축폐수, 분뇨 및 음식물 폐수를 정화하는 고농도 유기성 폐수의 처리방법에 있어서, 협잡물

처리기(10), 펌핑조(12) 및 원심분리기(14)를 순서대로 거치며 고농도의 폐수에서 대형의 협잡물을 걸러내고, 미세한 고체

부유물을 함유하는 슬러지 함유물을 분리하는 전처리 단계(A); 상기 전처리 단계(A)를 행한 폐수에 함유된 고농도의 유기

물 및 질소 등의 영양물질을 분해하는 제 1생물학적처리 단계(B); 상기 제 1생물학적처리 단계(B)를 행한 폐수에 함유된

유기물 및 질소 등을 분해하기 위하여 폐수를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거치도록 하는 제 2생물학적처리 단계(C); 상기 제 2

생물학적처리 단계(C)를 행한 폐수에 함유된 난분해성 물질 및 색도 등을 분해하기 위하여 폐수를 화학적 처리 시설을 거

치도록 하는 화학적처리 단계(D); 및 상기 전처리 단계(A)의 원심분리기(14)와 상기 제 1생물학적처리 단계(B)의 원심농

축탈수기(28)에서 분리된 고형물을 퇴비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 자원화하는 자원화단계(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를 이용한 오폐수 및 고농도 유기폐수 처리 방법에 의하여 달성된다.

본 발명의 그 밖의 목적, 특정한 장점 및 신규한 특징들은 첨부된 도면들과 연관되어지는 이하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바

람직한 실시예로부터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고율 미생물 반응기를 이용한 오폐수 및 고농도 유기폐수 정화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

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고농도 유기성 폐수의 처리를 위한 계통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고농도 유

기성 폐수의 처리 방법은 고농도의 폐수를 비교적 대형의 협잡물과 비교적 미세한 고체 부유물을 분리하는 전처리 단계

(A)와, 상기 전처리 단계(A)후 고농도의 유기물과 질소, 인등의 영양물질을 정화하는 제 1생물학적처리 단계(B)와, 상기

제 1생물학적처리 단계(B)후 남은 소량의 유기물과 질소, 인등의 영양물질을 정화하는 제2생물학적처리단계(C)와, 상기

제2생물학적처리단계(C) 후 남은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난분해성 유기물 및 색도등을 처리하는 화학적처리단계

(D)와, 상기 전처리 단계(A)의 원심분리기(14)와 상기 제 1생물학적처리 단계(B)의 원심농축탈수기(28)에서 분리된 고형

물을 퇴비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 자원화하는 자원화단계(E)로 이루어진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농도 유기성 폐수의 처리 공정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고농

도 유기성 폐수의 처리 공정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처리단계(A)는 상대적으로 큰 협잡물을 폐수에서 걸

러내는 협잡물 처리기(10)와, 상기 협잡물 처리기(10)에서 일부 걸러진 폐수를 집수하여 펌핑하는 펌핑조(12)와, 상기 폐

수를 회전시키며 상대적으로 작은 협잡물을 원심 분리시키는 원심분리기(14)로 이루어진다.

상기 협잡물 처리기(10)는 공지된 장치로써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뇨, 인분, 가축 오폐수, 생활 오폐수와 같은 폐수 속에 함

유된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협잡물을 걸러낸다. 그리고, 상기 펌핑조(12)는 협잡물 처리기(10)에서 일부 큰 협잡물을 걸러

낸 폐수를 집수하여 펌핑하기 위해 구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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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원심분리기(14)는 고속으로 회전되며 원심력장을 형성시켜 폐수보다 비중이 큰 협잡물을 내부에 침전시키고,

동시에 이 침전된 협잡물을 배출구쪽으로 이송 배출하고, 분리된 폐수를 협잡물과 반대로 흘려 보내도록 하는 장치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고농도 유기성 폐수 처리장치의 원심분리기 구조도이다. 원심분리기(14)에서 회수된 잉여슬러지

및 고형물은 자원화설비(50)로 이동되어 재활용 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고농도 유기성 폐수의 고속처리 장치인 원심분리기(14)는 구동수단에 의해서 양측의

회전축(121, 122)을 중심으로 케이스(120)의 내부에서 회전통(123)을 고속으로 회전시키고, 그 내부에 이송스크류(124)

가 동축상으로 회전 가능하게 형성된다.

또한, 상기 회전통(123)에는 상대적으로 큰 협잡물을 걸러낸 폐수를 공급하기 위한 폐수 공급관(125)이 단부측에 위치하

여, 외부의 폐수를 이송스크류(124) 내부로 투입하고, 이 투입된 폐수는 이송스크류(124)의 고속회전에 의한 원심력에 의

해서 비중이 높은 협잡물 순으로 회전통(123)의 내측벽에 착상되면서 적층형태로 고액분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상기 폐수의 협잡물을 회전통(123)의 전측에 형성된 구멍(도시하지 않음)을 통해 케이스(120)의 협잡물 배출구

(126)로 빠져 나오게 된다. 그리고, 상기 폐수의 상대적으로 맑고 깨끗한 상등수는 이송스크류(124)에 의해 회전통(123)

내부에서 이송되며 회전통(123)의 구멍을 통해 케이스(120)의 끝단에 다수 형성된 분리액 배출구(127)로 배출된다.

또한, 상기 분리액 배출구(127)를 통해 배출되는 폐수의 분리액은 회전통(123)의 고속회전에 의한 원심력에 의해서 비산

되면서 무화상태로 되는데, 분리액에 포함된 암모니아성 질소성분을 갖는 가스가 분리액으로부터 이탈되는 탈기현상이 일

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규모 처리장에서는 후술할 고율 미생물 반응교반기(22)에서 처리된 활성슬러지의 농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

성하여 공정처리수질에 따라 무약주 또는 약품수를 공급하여 공정상 수질을 조정하게 된다.

상기 제1생물학적처리단계(B)는 전처리단계(A)에서 협잡물을 걸러낸 폐수를 제 1유량조정조(20), 상기 폐수를 산소와 반

응시키며 내부의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22), 미생물이 활성된 폐수를 저장하는 제 2유량조정조

(23) 및 미생물이 활성화된 폐수에서 미세한 슬러지를 분리하는 원심농축탈수기(28)로 이루어진다. 원심농축탈수기(28)

에서 회수된 잉여슬러지 및 고형물은 자원화설비(50)로 이동되어 재활용 된다.

상기 제1유량조정조(20)는 폐수를 저장하여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로 안정되게 폐수를 공급하도록 구비된다. 상기 제1

유량조정조(20)에 저장된 폐수는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미생물 반응 교반기(22)에 공급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고농도 유기성 폐수 처리장치의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의 평면도이며,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고

농도 유기성 폐수 처리장치의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의 종단면도이다.

미생물 반응 교반기(22)에 공급된 폐수는 도 6의 원수유입관(220)을 통하여 탈질반응조(212), 활성화조(214), 질산화반

응조(216)를 거쳐 처리되어 외부로 배출되며, 처리액의 일부는 질산화반응조(216)에서 탈질반응조(212)로 내부반송된다.

일정시간 수중공기펌프(2121, 2141, 2161)를 사용하여 이젝터(240) 및 공기유입호스(2123, 2143, 2163)를 통하여 각

반응조 내부에 공기를 유입 교반시켜 유기물을 분해시키고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산화시킨다. 도 6에서 점화살표는 처리수

가 이동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일정시간 경과 후 탈질반응조(212)의 공기유입을 차단시킨 후 수중공기펌프를 사용하여 내부를 교반하여 질산화되어 내

부반송된 질산성질소를, 유입되는 원수 중의 유기물질을 이용하여 탈질시킨다. 탈질 후 다시 공기를 유입하여 이 과정을

일정시간별로 반복한다.

또한, 상기 탈질반응조(212)와 상기 질산화반응조(216)의 하부에는 슬러지를 배출시키는 슬러지 배출구(2125, 2165)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22)에서 처리된 폐수는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2생물학적처리 단계(C)와 화학

적처리 단계(D)를 거쳐 방류된다. 도 2에 도시된 폭기조(30), 침전조(32) 또는 도 3에 도시된 혐기조(34), 무산소조(35),

호기조(36) 및 침전조(37)는 제 2생물학적처리 단계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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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폭기조(30)는 공지된 기술로 공기를 공급하며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제거하며, 제 1침전조(32)는 폭

기조(30)에서 처리된 처리수와 슬러지를 침전작용을 통하여 분리하는 설비이다.

또한 혐기조(34), 무산소조(35), 호기조(36), 침전조(37)는 유기물질 이외에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혐기조(34)

에서는 공기를 공급하지 않아 미생물이 인을 흡착하도록 하여 인을 제거하며, 무산소조(35)에서는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

미생물을 이용하여 호기조(36)에서 질산화된 질소를 질소가스로 변환시켜 질소를 제거한다. 호기조(36)에서는 산소를 공

급하여 유기물질의 분해 및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변환시키며 일부 처리수를 혐기조(34) 또는 무산소조(35)로

반송한다. 침전조(37)는 호기조(36)에서 처리된 처리수와 슬러지를 침전작용을 통하여 분리하는 설비이다.

제 2생물학적처리 단계(C)에서는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22)에서 처리 후 배출되는 폐수에 소량 남아 있는 유기물질 및

질소 등의 영양성분을 제거한다. 도 2에 도시된 화학응집조(40), 제 2침전조(42) 및 도 3에 도시된 오존접촉조(44)는 화학

적처리 단계(D)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여준다.

상기 화학응집조(40)는 공지된 기술로 무기응집제 또는 유기응집제를 사용하여 난분해성 물질 및 각종 오염물질을 응집시

켜 제 2침전조(42)에서 응집물과 처리수를 침전 분리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화학응집기술 대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이

오존접촉조(44)이며 산화력이 강한 오존을 폐수중에 주입하여 난분해성 물질 및 각종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술이다.

제 2침전조(42)에서 배출된 슬러지는 탈수 및 케이크 처리된다. 화학적처리단계(D)에서는 제 2차생물학적처리 단계에서

처리 후 배출되는 폐수에 남아있는 난분해성 물질 및 색도 등의 영양성분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기흐름, 잉여슬러지의 반송흐름, 고형물의 이송흐름 및 기타 오폐수의 반송흐름에 관한

전체적인 이동은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상기 원심분리기(14)와 원심농축탈수기(28)에서 분리된 고형물은 도 2 또는 도 3에 나타난 바와 같은 자원화설비(50)로

이송된다. 상기 자원화설비(50)는 공지된 장치들로써 이례로 축산폐수에서 분리된 고형물의 수분과 탄질비(C/N ratio)를

조절하여 미생물을 이용하여 이형유기물을 분해하고 각종 유해성 물질을 제거하며 병균류를 소멸시켜 고품질의 퇴비 또는

토지개량제를 생산한다. 또 다른 일예로는 음식물 폐수에서 분리된 고형물을 부숙시켜 사료를 생산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를 이용한 오폐수 및 고농도 유기폐수 처리 방법본 발명에

의하면, 유기성 오폐수의 효율적인 분리, 처리시간의 단축 및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액상성분에 공기를 공

급하여 미생물을 활성화함으로써 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정화효과가 뛰어난 장점이 있다.

비록 본 발명이 상기 언급된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졌지만, 발명의 요지와 범위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다양

한 수정이나 변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첨부된 특허청구범위는 본 발명의 요지에 속하는 이러한 수정이나 변형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축폐수, 분뇨 및 음식물 폐수를 정화하는 고농도 유기성 폐수의 처리방법에 있어서,

협잡물 처리기(10), 펌핑조(12) 및 원심분리기(14)를 순서대로 거치며 고농도의 폐수에서 대형의 협잡물을 걸러내고, 미세

한 고체부유물을 함유하는 슬러지 함유물을 분리하는 전처리 단계(A);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를 이용하여 상기 전처리 단계(A)를 행한 폐수에 함유된 고농도의 영양물질을 분해하는 제 1생물

학적처리 단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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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생물학적처리 단계(B)를 행한 폐수에 함유된 유기물 및 질소를 분해하기 위하여 폐수를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거

치도록 하는 제 2생물학적처리 단계(C);

상기 제 2생물학적처리 단계(C)를 행한 폐수에 함유된 난분해성 물질 및 색도를 분해하기 위하여 폐수를 화학적 처리 시설

을 거치도록 하는 화학적처리 단계(D); 및

상기 전처리 단계(A)의 원심분리기(14)와 상기 제 1생물학적처리 단계(B)의 원심농축탈수기(28)에서 분리된 고형물을 퇴

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 자원화하는 자원화단계(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를 이용한 오

폐수 및 고농도 유기폐수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 단계(A)는 대형 협잡물을 걸러내는 협잡물 처리기(10), 상기 협잡물 처리기(10)에서 걸러낸

폐수를 집수하여 펌핑하는 집수기(12) 및 상기 폐수를 회전시키며 작은 협잡물을 원심 분리시키는 원심분리기(14)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를 이용한 오폐수 및 고농도 유기폐수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제 1생물학적처리 단계(B)는 상기 전처리 단계(A)에서 협잡물을 걸러낸 폐수를 제 1유량조정조(20), 상

기 폐수를 산소와 반응시키며 내부의 미생물을 이용하여 폐수를 정화하는 고율 미생물 반응교반기(22),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22)에서 처리된 배출수를 저장하는 제 2유량조정조(26) 및 미생물과 처리수가 혼합되어 있는 배출수에서 슬러지

를 분리하는 원심농축탈수기(2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를 이용한 오폐수 및 고농도 유

기폐수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생물학적 처리단계(C)는,

공기를 공급하며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폭기조(30); 및

상기 폭기조(30)에서 처리된 처리수와 슬러지를 침전작용을 통하여 분리하는 제 1침전조(32);의 순서를 거쳐 폐수가 처리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를 이용한 오폐수 및 고농도 유기폐수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생물학적 처리단계(C)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인을 흡착하는 혐기조(34);

미생물을 이용하여 호기조(36)에서 질산화된 질소를 질소가스로 변환시켜 질소를 제거하는 무산소조(35);

산소를 공급하여 유기물질의 분해 및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변환시키는 호기조(36); 및

상기 호기조(36)에서 처리된 처리수와 슬러지를 분리하는 침전조(37);를 거쳐 폐수가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를 이용한 오폐수 및 고농도 유기폐수 처리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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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적 처리단계(D)는,

무기응집제 또는 유기응집제를 사용하여 난분해성 물질을 응집시키는 화학응집조(40); 및

응집물과 처리수를 분리하는 제 2침전조(42);의 순서를 거쳐 폐수가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

기를 이용한 오폐수 및 고농도 유기폐수 처리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적 처리단계(D)는 오존발생기를 통하여 오존을 폐수중에 주입하는 오존접촉조(4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를 이용한 오폐수 및 고농도 유기폐수 처리 방법.

청구항 8.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고율 미생물 반응교반기(22)는, 탈질반응조(212)와, 활성화조(214)와, 질산화반응조(216)를 포함

하는 다수개의 반응조가 횡방향으로 구획 연결되어 오염물질과 미생물을 접촉시키는 미생물 반응 교반기(210);

상기 탈질반응조(212)의 상부로 오폐수를 공급하는 원수유입관(220);

상기 질산화반응조(216) 내부의 오폐수를 상기 탈질반응조(212)로 반송시키는 내부반송관(230);

상기 원수유입관(220)과 상기 탈질반응조(212) 사이에 설치되어 산소용존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이젝터(40);

상기 미생물 반응 교반기(210)의 내부에 각각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유입관(250, 250a, 250b);

상기 다수개의 반응조(212, 214, 216)의 상부로 각각 가스를 배출시키는 가스배출관(260);

상기 가스배출관(260)과 상기 질산화반응조(216)의 일측에 일체로 연결되어 정화된 오폐수 처리액을 배출시키는 처리액

배출관(270); 및

상기 다수개의 반응조(212, 214, 216)의 하부에 각각 설치된 수중공기펌프(2121, 2141, 216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고율 미생물 반응 교반기를 이용한 오폐수 및 고농도 유기폐수 처리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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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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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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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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