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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

요약

본 발명은 제반적인 상수도 정수처리 시설을 다중 격벽 구조에 순차적으로 구비시켜, 위생적인 정수처리가 가능하고, 설비
시공이 간편한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는 유체를 담는 내부 공간에 나이테 형상의 공간을 갖되, 이런 공간을 구획하
여 만든 응집지 챔버(180), 제1침전지 챔버(181), 제2침전지 챔버(182), 여과지 챔버(183), 정수지 챔버(184)를 갖는 다
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과; 원수 공급 배관(102)으로부터 유입되는 원수를 혼화 및 응집시키도록 응집지 챔버(180)에
설치된 교반기(200)와; 제1, 제2침전지 챔버(181, 182)의 바닥에 웅덩이 형상으로 형성되고, 슬러지 배출관(420)을 배관
한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400)와; 제2침전지 챔버(182)의 물을 유입시키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월류관(600)을 갖는 적
어도 하나 이상의 여과지(700)와; 이런 여과지(700) 하부에 배치된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800)과; 여과지(700)의 상부에
배치된 여과사 표면 세척기(900)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정수처리, 상수도, 배수지, 스테인레스, 패널시공, 다중 격벽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다중 격벽 물탱크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의 분해 사시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의 평면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선 A-A'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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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도 3에 도시된 선 B-B'의 단면도,

도 6은 도 3에 도시된 선 C-C'의 단면도,

도 7은 도 3에 도시된 제1슬러지 수집기의 사시도,

도 8은 도 3에 도시된 선 D-D'의 단면도,

도 9는 도 3에 도시된 선 E-E'의 단면도,

도 10은 도 3에 도시된 선 F-F'의 단면도,

도 11은 도 3에 도시된 여과지 물 분사장치의 작동 상태도,

도 12는 도 3에 도시된 제2슬러지 수집기의 사시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의 평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 111 : 제1원형격벽

112 : 제2원형격벽 180, 181, 182, 183, 184 : 챔버

200 : 교반기 300, 500 : 제1, 제2슬러지 수집기

400 :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 420 : 슬러지 배출관

600 : 월류관 700 : 여과지

800 :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 900 : 여과사 표면 세척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위생적이며 반영
구적 사용이 가능한 대용량 스테인레스 다중 격벽 저장 수단에 원수를 음용 가능한 상수로 정수 처리하는 상수도 시스템이
구비된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식수란 1997년 8월 28일 개정한 환경부의 '먹는물 관리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
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처리한 먹는 물을 의미한다.

즉 식수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해 일생동안 섭취하여도 유해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물(암반대 수층안의 지하수, 용천수 등)
과 같은 샘물과, 이런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화학적 처리를 가하여 제조한 먹는샘물과, 수자원(수원지, 댐, 계
곡수, 강물 등)을 식수로 음용하기 위해 정수처리한 수돗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수돗물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일생동안 음용하기 때문에 국민건강 관리를 위해 철저한 수질 관리가 수행
되고 있다.

일반적인 상하수도 정수처리 시스템은 대부분 부상법에 기초한 것으로서, 빗물, 강물, 계곡수 등과 같은 수자원을 확보하
는 댐 내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하기 전 상태의 원수를 공급받는다.

이런 원수는 ① 착수정, ② 약품투입시설, ③ 혼화지, ④ 응집지, ⑤ 침전지, ⑥ 여과지, ⑦ 고도정수처리시설, ⑧ 정수지, ⑨
송수펌프시설을 통과하면서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게 음용 가능한 식수로 처리된다.

① 착수정은 유량을 균등하게 조정 배분하고,

② 약품투입시설은 원수 중 각종 탁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원수량과 수질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PAC(폴리염화알루
미늄), 황산알루미늄, 소석회, 활성탄 등 약품(응집제)을 혼화지에 투입하는 시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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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혼화지는 원수와 투입 약품을 교반기로 균일하게 섞어주는 시설이고,

④ 응집지는 균일하게 섞인 탁질을 침강 덩어리로 응결시키는 시설이고,

⑤ 침전지는 응결된 덩어리(floc)를 가라앉혀 맑고 깨끗하게 하는 시설이고,

⑥ 여과지는 미세 부유물질을 모래, 안트라사이트로 여과시키는 시설이고,

⑦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오존접촉 및 생물활성탄 필터로 물속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이고,

⑧ 정수지는 정수에 살균 소독 약품을 투입 후 일시 저장하는 시설이고,

⑨ 송수펌프시설은 정수지의 수돗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종래의 정수처리 시스템은 부상법을 기초로 하여, 그에 대응한 필수 처리 설비(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
수지 등)를 매우 광활한 면적의 부지에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리, 배관, 건물, 토목 시설물 등이 반드시 요구되는 대
형 플랜트 시설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한편, 부상법이 아닌 다른 정수 처리 시설 중, MACF(Micro Air Coagulate Flotation)공법, 생물막을 이용한 하층박층류
법이나, 역간접촉산화지법 또는, 수초와 수생식물을 이용한 자연식생법 또는, 고속응집침전공법 및 중공사정밀여과막
(Hollow Fiber Micro Filter or Membrane)공법 내지 막분리활성슬러지법(MBR : Membrane BioReactor) 등이 현재 오
폐수, 정수 처리에 응용되고 있으나, 기존의 부상법을 대체할 만큼 대용량으로 정수처리를 수행하기에 계층적이나 기술적
으로 실용화 단계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거나 연구 중에 있을 뿐이다.

한편, 부상법이나 상기 중공사 여과막을 이용한 간이형 정수처리 시설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시도 중이다.

그러나, 간이형 정수처리 시설은 단일의 물 저장 공간을 사용하면서, 세대 단위 또는 소규모 시골 마을 단위 정도의 식수를
원수로부터 정수할 수 있는 정수 능력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즉, 소용량 정수 처리 시설로서 공간적 효율성이나 사용상 간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적이면서 대용량으로 정수 처
리를 수행할 수 없다.

특히, 마을, 읍, 면, 구 단위로 대용량 원수 처리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공 경제상 매우 뛰어나며, 상대적으로 설치 부
지를 많이 차지 않으면서도,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물 저장 시설 및 정수처리 시설이 개발된 다면, 더할 나이 없는 유익
한 신기술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출원인은 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대형 정수지의 역할을 담당하여 대용량 물을 저장 및 공급할 수 있고, 부식이
되거나 수질이 변질될 우려가 없는 다중 격벽을 구비한 원통형 저장탱크를 개발한 바 있다.

이는 본 출원인에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 기술로서, 대한민국 2002년 특허출원 제4085호와, 동일 일자 이중
실용신안등록출원 제2272호에 개시되어 있다.

종래의 다중 격벽을 구비한 원통형 저장탱크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벽체(1)에 상판(도시 안됨)과 바닥판(2)을 밀봉
시켜 유체를 담을 수 있도록 구성하되, 외벽체(1)의 내부에는 서로 다른 직경을 갖고 다단으로 적층시공된 원통유니트(3,
4, 5, 6)들이 축심으로부터 나이테 형상을 갖게 다중으로 배열되어 있고, 상단과 하단 부위에 유체가 관통할 수 있는 유입
구(7, 8, 9)들을 구비한 다수의 격벽(10, 11, 12)들과, 외벽체(1)와 격벽(10, 11, 12)들에 의해 분할된 다수의 챔버(13, 14,
15, 16)들로 이루어진 원통형 본체(17)를 포함하되, 이런 원통형 본체(17)의 내부에서는 입수된 유체가 챔버(13, 14, 15,
16)들에 순차적으로 채워질 때 원주방향으로 회류하면서 유입구(7, 8, 9)를 통해 월류함으로써, 입수에서부터 출수까지의
유체의 체류 시간과 흐름 방향을 제어하고, 이에 따라 물속에 남이 있는 잔류 약품(염소, 불소)을 하나의 탱크에서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사수 발생이 없는 특유의 장점이 있다.

종래의 외벽체(1)와 격벽(10, 11, 12)은 모두 스테인레스 재질의 원통형 유니트(3, 4, 5, 6)를 동일 재질의 바닥판(2)의 상
부에 적층 시공 후, 용접에 의해 서로 고정한 것이다.

이런 종래의 다중 격벽을 구비한 원통형 저장탱크는 2t에서 3t 정도의 스테인레스 스트립을 원재료로 하여 시공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각각의 챔버(13, 14, 15, 16), 즉 바깥쪽 챔버(13)와 그 다음의 챔버(14) 사이의 격벽(10)에 가해지는 각각의
챔버 내부 수압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격벽(10) 내지 외벽체(1)에서 측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상호 연
결하는 별도의 보강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구조적으로나 수리 역학적으로도 매우 튼튼하고 안정적인 액체 보관 성능을 갖
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종래의 다중 격벽을 구비한 원통형 저장탱크는 유니트 적층 및 용접 시공 방법에 의해 제작됨으로 제작의 편의성은
더할 나이가 없이 수월하며, 빠른 시간 내에 대용량의 물탱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출원인은 종래 기술의 다중 격벽을 구비한 원통형 저장탱크의 연구 노력 가운데, 이러한 물탱크가
수 천 톤 이상으로서 정수 처리 시설이나 대용량 일반 산업 용수 처리 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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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래의 다중 격벽을 구비한 원통형 저장탱크는 하나의 본체부 내부에 다수의 격벽으로 구분된 수로 내지 챔버를 구
획시키고 있고, 격벽의 수만큼 서로 다른 챔버를 만들거나, 물의 유동 길이와 유동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이
다.

그러나, 종래의 다중 격벽을 구비한 원통형 저장탱크는 원통형 내부의 물 유동의 특성상 특정 외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원
주방향으로 물이 회전하는 원리만을 적용할 뿐, 물 여과용 부상법과, 여과법 및 정수원리에 입각한 여과시스템을 하나의
본체에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앞서 대형 플랜트 설비를 요구하지 않은 단일의 본체부의 내부에 제반적인 상수도 정수처리 시설과 다중
격벽 구조를 구비하여, 위생적인 정수처리가 가능하고, 설비 시공이 간편한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은 유체를 담는 내부 공간에 나이테 형상의 공간을 갖는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에 있어서, 상기 공간을 구획하여 만든 응집지 챔버, 제1침전지 챔버, 제2침전지 챔버, 여과지 챔버, 정수지 챔버를
갖는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과; 이런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의 내부로 유입되는 원수를 혼화 및 응집시키도록 응집지 챔버
에 설치된 교반기와; 제1, 제2침전지 챔버의 바닥에 웅덩이 형상으로 형성되고, 슬러지 배출관을 배관한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와; 제2침전지 챔버의 물을 유입시키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월류관을 갖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여과지와; 이런 여과
지 하부에 배치된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과; 여과지의 상부에 배치된 여과사 표면 세척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에 의해 달성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실시예에서,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다중 격벽 물탱크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의 분해 사시도이며, 도 3은 도 3에 도시된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의 평
면도이다. 또한,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선 A-A'의 단면도이고,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선 B-B'의 단면도이고, 도 6은 도 3에
도시된 선 C-C'의 단면도이다. 또한, 도 7은 도 3에 도시된 제1슬러지 수집기의 사시도이고, 도 8은 도 3에 도시된 선 D-
D'의 단면도이며, 도 9는 도 3에 도시된 선 E-E'의 단면도이고, 도 10은 도 3에 도시된 선 F-F'의 단면도이다. 또한, 도 11
은 도 3에 도시된 여과지 물 분사장치의 작동 상태도이고, 도 12는 도 3에 도시된 제2슬러지 수집기의 사시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는 기본적으로 부상법에 기초하여, 약품투입과, 혼
화 및 응집과, 침전과, 여과와, 정수 처리를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에서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은 외벽체(110)의 안쪽에서 소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겹겹이 세워져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나이테 형상의 제1, 제2원형격벽(111, 112)과, 외벽체(110)에 의해 지지되는 상판이나 지붕(120)과, 외벽체(110)와 제1,
제2원형격벽(111, 112)의 하단에 부착되어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바닥이 되는 하판(130)을 용접에 의해 결합시
킨 것이다.

외벽체(110)와 제1, 제2원형격벽(111, 112)은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각형 격벽와 외벽체로 제작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부분적으로 각각 확대한 원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판(130)은 산과 골을 형성한 웨이브 표면 형상 또는 'V'자 형상
으로서, 물 흐름뿐만 아니라 슬러지 및 기타 이물질의 배출과 청소가 용이하다. 물론, 콘크리트 기저부(132)에서 외벽체
(110)가 설치될 표면(133)의 형상도, 하판(130)의 표면 형상에 대응하게 형성된다.

콘크리트 기저부(132)는 하판(130)을 지면을 기준으로 지지하고, 각종 배관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콘크리트 기
저부(132)에는 청소관과 슬러지 배출관 등이 배관되어 있으며, 각각의 챔버 또는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의 바닥에 형성된
배관구멍에 관통하게 결합되어 있다. 다만,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이 지면, 지중, 지하에 형성되는 경우와 어떠한 이
유에 의해서, 콘크리트 기저부(132)가 필요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원형 퇴수로(190)는 경사형, 'U'자형, 'V'자형, 채널형 단면 중 어느 하나의 단면을 갖는 것으로서, 외벽체(110)의 상단부위
의 외측 테두리에 고정되고, 그의 바닥 부위에 퇴수관(191)을 하향으로 배관하여, 여과지 역세척시 월류된 슬러지나 제2슬
러지 수집기가 수집한 슬러지를 수거 및 배출시킨다.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내부 용적률은 하루에 수천에서 수만 톤 이상의 물을 저장 및 정수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챔버를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제1, 제2, 제3, 제4구획격벽(141, 142, 143, 144)을 갖는다.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내, 외부에는 약품투입시설(101)과, 원수 공급 배관(102)과, 혼화 및 응집용 교반기(200)
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 제2, 제3유공판(151, 152, 153)과, 제1슬러지 수집기(300)와,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와, 제2
슬러지 수집기(500)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월류관(600)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여과지(700)와, 이런 여과지(700) 하부에
배치된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과, 여과사 표면 세척기(900)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외측 부위나 또는 소정 위치에 여과사의 역세척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역세
척수 또는 역세척공기 공급시설(도시 안됨)을 더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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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상수도 시스템의 관리 본부에 본 발명의 전반적인 작동 제어에 필요한 제어시스템(도시 안됨)을 구비시킨
다.

제어시스템은 여과사 표면 세척기의 작동 제어,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의 역세척 설비 작동 제어, 제1슬러지 수집기(300)의
작동 제어 및 슬러지 배출관의 밸브 개폐 제어, 제2슬러지 수집기의 작동 제어, 원수 공급 배관의 밸브 개폐 제어 및 약품투
입시설의 작동 제어, 혼화 및 응집용 교반기의 회전 제어, 입수 및 출수 유량 제어 등을 위해 통상의 전기적 제어회로로 구
성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제공되는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은 본 출원인에 의해 고안된 다
중 격벽을 구비한 원통형 저장탱크와 동일 내지 유사한 형상으로서, STS 444계열의 저수조 전용 스테인레스 재질 또는 기
타 물탱크용 스테인레스 재질의 철판을 사용한다.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에는 축심쪽에서 방사 방향 쪽으로 제1원형격벽(111), 제2원형격벽(112), 외벽체(110)가 배
열된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별도의 다른 원형격벽을 상기 제1, 제2원형격벽(111, 112) 또는 상기 외벽체(110)의 사이사
이에 더 많이 배열할 경우, 입수에서부터 출수까지의 물의 체류 시간과 흐름 방향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이에 따라 착수
처리와 고도정수처리와 기타 다른 수 처리 시설을 더 구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각각의 제1, 제2원형격벽(111, 112)과 외벽체(110)는 서로 다른 직경을 갖고 다단으로 적층 및 용접 시공하도록, 길이방
향으로 용접에 의해 연장되는 원호형 패널들로 시공된다.

특히, 원호형 패널은 상하변 플랜지 부위를 일체형으로 절곡하여 만든 'ㄴ'자, 'ㄷ'자, 'ㅁ'자, 절곡 후 컬링 가공에 의한 'ㅇ'
자, 계속되는 절곡에 의해 만든 'ㄹ'자 단면 중 어느 하나의 단면을 갖고 있어서, 별도의 보강재나 보강판을 필요로 하지 않
는 일체형 절곡 구조를 갖고, 적층과 용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용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여기에서, 원호형 패널들은 원주방향으로 연장되어 원통형유니트 형상을 갖게 되고, 이후, 종래 기술에서처럼 적층 및 용
접되어 제1, 제2원형격벽(111, 112)과 외벽체(110)의 구조재가 된다.

또한, 각각의 제1, 제2원형격벽(111, 112)과 외벽체(110)는 본 출원인이 제안한 바 있는 콘크리트 철제패널 일체형 다중
격벽 물탱크(특허 출원번호 제10-2003-0029485호 또는 실용신안등록이중 출원번호 제20-2003-0014379호)에 의해
서, 스테인레스 재질을 포함한 철제패널-콘크리트 샌드위치 구조의 벽체로서 시공된다.

또한, 제2원형격벽(112) 및 제2통로(162)의 상단과 외벽체(110)의 상단에는 원주방향을 따라 일반 'I'자 단면 또는 랙기어
형상의 레일(171, 172)이 형성되어 있다.

레일(171, 172)은 하기에 상세히 설명할 제1슬러지 수집기(300)와 제2슬러지 수집기(500)와 여과사 표면 세척기(900)의
이동(왕복) 궤적을 레일의 연장 방향으로 구속 및 가이딩하고,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제1, 제2원형격벽(111, 112)과 제1, 제2, 제3, 제4구획격벽(141, 142, 143, 144)과 외벽체(110)에 의해서, 축심 부
위에는 응집지 챔버(180)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약품투입시설(101) 측의 원수 공급 배관(102)에는 원수가 입수(W/I)되고, 이때의 원수에는 약품투입시설(101)
의 약품이 투입된다.

약품이 투입된 원수는 응집지 챔버(180)의 내부로 유입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1통로(161)를 빠져나와서, 시계의 태
엽이 풀려 나가는 방향으로 유동하게 된다.

이런 물의 유동 방향에 대응하게, 제1통로(161)부터 응집지 챔버(180)의 외주변에는 제1침전지 챔버(181)가 형성되고,
제2통로(162)부터 제1침전지 챔버(181)의 외주변에는 제2침전지 챔버(182)가 형성되어 있다. 이후, 역세척 여과지 구조
물을 하부에 구비한 여과지 챔버(183)와 정수지 챔버(184)가 차례로 형성된다.

이때, 응집지 챔버(180)와 제1침전지 챔버(181)는 제1통로(161)를 통해서 관통하고, 제1침전지 챔버(181)와 제2침전지
챔버(182)는 제2통로(162)를 통해서 관통한다.

제1, 제2, 제3, 제4구획격벽(141, 142, 143, 144)은 적어도 하나 이상으로서 제1, 제2원형격벽(111, 112)들의 높이와 그
들의 사이 폭과 동일한 크기의 판부재이다.

제1, 제2, 제3, 제4구획격벽(141, 142, 143, 144)은 상기 원통유니트의 단면 형상과 동일한 일자유니트를 적층 및 용접 시
공하여 얇은 두께의 스테인레스 철판을 사용하면서도 구조적으로 튼튼한 벽체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에서, 제1구획격벽(141)은 제1원형격벽(111)에 형성된 제1통로(161)의 우측변에서 지름의 바깥쪽 방향으로 연장된
후 제2원형격벽(112)의 내측면에 고정된다.

제2구획격벽(142)은 제2원형격벽(112)에 형성된 제2통로(162)의 우측변에서 지름의 바깥쪽 방향으로 연장된 후 외벽체
(110)의 내측면에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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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제2통로(161, 162)의 우측변에 각각 제1, 제2구획격벽(141, 142)이 배열됨에 따라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에서
물의 흐름은 나선형 시계 태엽 방향으로 유동하게 된다.

만일, 제1, 제2통로(161, 162)의 좌측변에 제1, 제2구획격벽(141, 142)이 배열될 경우,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에서
물의 흐름은 나선형 반시계 태엽 방향으로 유동하게 된다.

또한, 제3, 제4구획격벽(143, 144)은 제2침전지 챔버(182)의 끝자락에서 여과지 챔버(183)와 정수지 챔버(184)를 구획시
키도록, 제2원형격벽(112)의 외표면과 외벽체(110)의 내표면 사이에 각각 고정된다.

외벽체(110)는 단열과 마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세라믹타일, 스톤코트, 드라이피트, 발포형 기포벽돌(일반도색 포함)
에 의해 피복된 외표면(외측면)을 갖게 됨으로 써, 내구성, 단열성, 방음성이 더욱 뛰어나게 마감처리 된다. 물론, 외벽체
(110)는 별개의 단열재와 마감재로 처리할 수 있다.

약품투입시설(101)은 인체에 무해한 폴리 염화 알루미늄, 폴리 황산 규산 알루미늄, 폴리 유기 황산 알루미늄, 폴리 수산화
염화 규산 알루미늄, 분말 활성탄과 같은 응집제 약품을 원수에 투입시키는 통상의 수처리 설비로서, 약품투입 배관을 원
수 공급 배관(102)과 배관시키고 있다.

원수 공급 배관(102)은 착수정 또는 기타 장소에서 유입되는 원수를 응집지 챔버(180)의 내부로 공급시킬 수 있도록,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상부에 배열되며, 기타 지지 부재 등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다.

혼화 및 응집용 교반기(200)는 교반 날개(210)로 와류를 발생시킴으로써, 원수와 응집제가 잘 혼합(혼화)되도록 하고, 결
과적으로 원수가 응집 플록화(덩어리화)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1유공판(151)은 필터구멍을 제외하고 제1통로(161)를 가로막게 장착되고, 플록화된 비교적 큰 슬러지가 응집지 챔버
(180)의 내부에서 제1침전지 챔버(181)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필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 제3유공판(152, 153)은 제1침전지 챔버(181)의 소정 위치에 적어도 하나 이상으로 더 장착되는 것으로서, 제1침전
지 챔버(181)의 원주방향에 수직하게 각각 배치되고, 양 측변은 제1원형격벽(111)과 제2원형격벽(112)의 측면에 고정된
다.

제1슬러지 수집기(300)는 하기에 상세히 설명할 내용과 같이 피견인 커버판(310)을 사용하여서, 제1침전지 챔버(181)의
바닥 부위에 쌓이는 침강 슬러지를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400) 쪽으로 쓸어모아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2슬러지 수집기(500)는 제1침전지 챔버(181)와 제2침전지 챔버(182)의 바닥 부위에 쌓이는 침강 슬러지를 펌프의 여
압으로 수거하여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원형 퇴수로(190)와 퇴수관(191)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월류관(600)은 제2침전지 챔버(182)에서 부상된 물을 월류시켜서 여과지 챔버(183)의 여과지(700)와 그의 하부에 있는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 쪽으로 공급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과지(700)는 급속 또는 완속 모래법에 기초를 하여, 복층 여재인 여과사, 여과자갈, 여과재(안트라사이트) 등에 물을 통
과시켜서 탁도를 맑게 함과 동시에 각종 이물질을 물에서 분리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은 여과지(700)의 역세척을 담당하는 하부 구조물로서, 물 또는 공기를 스테인레스 유공 플레이트의
아래쪽에서 상향으로 공급함으로써, 유공 플레이트와 복층 여재의 표면에 부착된 현탁물질을 분리시켜 부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과사 표면 세척기(900)는 여과지(700)의 상부로 제2원형격벽(112)과 외벽체(110)의 사이에 가로지르게 배열되며, 제2
원형격벽(112)과 외벽체(110)의 상단에 형성된 레일(171, 172)을 따라 왕복 운동하면서, 소정 시간 간격동안 상부 여과사
표면의 현탁물질, 머드 등을 고압의 수압으로 분리시킨 후, 물 표면에 떠오른 부유물을 일명 트라프(trough)라 불리는 직선
퇴수거(退水渠 : 790) 또는 원형 퇴수로(190)의 웨이브형 월류벽(791) 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하, 도 4내지 도 9를 통해서, 본 발명의 주요 부위의 구성과 결합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응집지 챔버(180)에는 혼화 및 응집용 교반기(200)가 배열되어 있다.

혼화 및 응집용 교반기(200)는 응집지 챔버(180)의 축심에 일치하는 회전축(201)의 원주면에 3∼4개의 교반 날개(210)를
배열한 것으로서, 회전축(201)의 상단을 회전 가능하게 결합한 가로 지지대(202)를 갖는다.

교반 날개(210)는 통상 스크루 형상이나, 소정 부위를 제외한 표면이 관통된 사각 틀 형상이나, 스파이럴 형상 내지 스파이
럴 틀 형상을 갖는다.

가로 지지대(202)의 양 끝단은 제1원형격벽(111)의 상단에 용접에 의해서 고정되며, 용접부위에는 별도의 지지용 브래킷
이나 보강 부재가 더 구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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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지지대(202)의 중앙부위에는 모터 보호 케이싱(230)이 배치되어 있고, 모터 케이싱(230)의 내부에는 모터와 기어박
스가 결합되어 있다.

모터는 기어박스의 회전수 또는 토크 조절 수단에 의해서, 저속도로 회전축(201)을 회전시킴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큰 토
크력을 발생시킨다.

응집지 챔버(180) 축심에는 회전축 지지 프레임(240)이 형성되고, 하향으로 향하는 회전축(201)의 하단부는 회전축 지지
프레임(240)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다.

이에 따라 회전축 지지 프레임(240)이 회전축(201)의 하중을 담당함과 동시에, 회전방향으로만 잘 회전될 수 있게 회전축
(201)의 요동을 제한한다.

한편, 응집지 챔버(180)의 바닥판(250)은 중앙 집중식 콘형상을 갖고 있고, 콘형상의 축심에서 외부의 개폐 밸브와 결합되
고 콘크리트 기저부(132)에 타설된 슬러지 청소관(251)과 관통하게 배관되어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유공판(151)은 제1통로(161)가 형성된 제1원형격벽(111)에 설치된다.

제1통로(161)의 양측변에는 제1유공판(151)을 상방향으로 삽입 후 장착할 수 있는 장착 프레임(163, 164)이 형성되어 있
다.

제1유공판(161)을 비롯하여 제2유공판에는 플록화된 슬러지(응집물)의 직경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은 직경을 갖는 필터구
멍(165)들이 형성되어 있다.

각각의 필터구멍(165)에는 별도의 스프링타입의 여과필터, 중공사막 필터 등이 더 장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스프링타입
의 여과필터는 원주 방향으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게 3∼4개의 고정축이 배열되어 있고, 이런 고정축을 감싸듯이 스프링
와이어가 나선 방향으로 감겨져 압접되어 있으며, 이때 스프링 와이어들간의 이격 거리에 대응한 크기의 이물질을 여과시
키게 된다. 중공사막 필터는 통상의 시제품을 사용한다.

제1통로(161)의 우측변에는 단면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제1구획격벽(141)이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응집지 챔버(180)에서 응집제와 잘 섞여 플록화된 응집물들은 필터구멍(165) 또는 여과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만 필터구멍 또는 여과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입자를 함유한 물만이 제1구획격벽(141)의 반대쪽 방향으로 투과되어 나
와서 제1침전지 챔버(181) 쪽으로 유동하게 된다.

즉, 제1유공판(161)을 투과한 물은 제1구획격벽(141)에 의해서 좌측 방향으로 유동하게 되고, 제1원형격벽(111)과 제2원
형격벽(112)의 평균 원주 거리만큼 제1침전지 챔버(181)를 따라 유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질량이 무거운 이물질들이 점차
적으로 침강 및 침전하게 된다.

도 6과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슬러지 수집기(300)는 원수 중에서 슬러지, 일반적인 탁질성분, 미립자를 쓸어모아
퇴거시키는 것으로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제1침전지 챔버(181)의 제1구획격벽으로부터 제2유공판 사이를 유한한 시
간 동안 왕복 이동하는 장치이다.

이를 위해서, 제1슬러지 수집기(300)는 제2원형격벽(112)의 제1레일(171)을 따라 원주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기
력으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구동장치(320)와, 이런 구동장치의 동력으로 회전되는 구동바퀴를 구비한다. 구동바퀴는 일
반 레일에 사용 가능하게 타이어 형상이 될 수 있거나, 기어 레일에 결합될 수 있도록 원형 기어가 될 수 있다.

제1슬러지 수집기(300)의 구동장치(320)의 외부에는 제1원형격벽(111) 근처까지 축방향으로 연장된 외팔보(330)와, 이
런 외팔보(330)의 하향으로 연장된 적어도 한 쌍인 복수개의 파이프 부재, 견인 와이어, 견인 체인 중 어느 하나로 만든 견
인수단(340)을 구비한다. 견인수단(340)은 외팔보(330)로부터 하향으로 제1침전지 챔버(181)의 바닥 근처까지 연장된
다.

각각의 견인수단(340)은 그의 끝단을 피견인 커버판(310)에 결합시키고 있어서, 구동장치(320)의 이동에 따라 피견인 커
버판(310)으로 제1침전지 챔버(181)의 바닥을 쓸어내게 된다.

여기에서, 피견인 커버판(310)은 견인수단(340)과 연결될 수 있는 결합 구멍을 형성하고 있고, 물에 뜨지 않을 만큼 상당
한 중량을 가지며, 제1침전지 챔버(181)의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폴리우레탄 내지 합성수지 계열의 재질로 형성된다. 예
컨대, 피견인 커버판은 두께 10∼20㎝ 정도, 제1침전지 챔버(181)의 폭에 대응한 넓이, 제1침전지 챔버(181)의 바닥판 형
상(평면, 'V'자 형상)에 대응하여 밀착 가능한 평판 형상, 경사 형상, 쐐기 형상과, 측변 또는 표면의 갈고리 형상, 돌기 형
상, 평면 형상, 요철 형상을 갖는다.

도 3과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침전지 챔버(181)의 바닥판에는 웅덩이 형상으로 파여 있는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
(400)가 형성되어 있다.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400)는 제1침전지 챔버(181)의 바닥 안쪽으로 파인 웅덩이 형상을 갖는 것으로서, 슬러지를 한 곳
에 모으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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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400)는 제2유공판(152)의 좌측 부위 또는 점선으로 표시한 바와 같은 제3유공판(153)의 좌측 부
위(401), 또는 제1구획격벽(141) 및 제2구획격벽(142) 중 어느 한 측 부위(402)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3참조).

각각의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400)는 제1침전지 챔버(181)의 바닥판과 동일 재질의 스테인레스 판재로 덮여 있고, 콘형
상의 바닥판(410)을 형성하고 있으며, 바닥판(410)의 중심에 슬러지 배출관(420)을 배관하고 있다. 슬러지 배출관(420)
은 콘크리트 기저부(132)에서 바깥쪽으로 연장되며, 관 개폐를 위해 밸브를 장착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제1슬러지 수집기(300)가 제1레일(171)을 따라 이동할 때, 견인수단(340)에 연결된 피견인 커버판(310)이
슬러지(30)를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400)의 안쪽으로 쓸어옴으로 써, 결과적으로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400)에는 슬러
지(31)가 모아지게 된다.

한편, 주기적으로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400)에 모아진 슬러지(31)를 배출하는 슬러지 배출 작업이 아래와 같이 수행된
다.

슬러지 배출 작업시, 제1슬러지 수집기(300)가 피견인 커버판(310)을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400)의 상부로 이동시킨 후
정지한다(f). 이런 경우, 피견인 커버판(310)이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400)의 상부 개구 부위를 완전 덮게 된다. 이후, 슬
러지 배출관(420)의 밸브가 개방되면, 압력 차이에 의해서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400)의 슬러지(31)가 슬러지 배출관
(420)을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S/O). 이때, 피견인 커버판(310)은 압력 차이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굴곡 형상을 이루면서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400)의 상부 개구 부위를 거의 밀폐시키게 되고, 제1침전지 챔버(181)의 물이 슬러지 배출관(420)
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슬러지 배출관(420)을 통해서 슬러지 배출 바닥 구조(400)의 슬러지(31)가 거의
배출되면서 약간의 물이 빠져 나올 즈음에, 슬러지 배출관(420)의 밸브는 폐쇄되고, 제1슬러지 수집기(300)는 원래의 위
치로 복귀한다(g).

도 9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월류관(600)이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월류관(600)은 제3구획격벽(143)의 상부에서 제2침전지 챔버(182)쪽으로 축길이를 연장시키는 외팔형 중공관 형
태로 고정되며, 이때, 제3구획격벽(143)과 관통하게 배관된다. 각각의 월류관(600)은 다수의 월류 구멍이 형성된 관부재
로 제작 가능하다. 또한, 각각의 월류관(600)은 절단선을 축심에 일치시킨 후, 관의 축방향으로 절단하여 반원관을 형성하
고, 좌측 끝단부를 반원형 판부재로 막고, 우측 끝단부는 제3구획격벽의 관통부위에 용접한 둑 형상을 갖는다.

즉, 월류관(600)은 둑과 같은 웨어(weir)식 또는 구멍과 같은 오리피스(orifice)식이다.

따라서, 월류관(600)은 자신이 설치된 수위만큼 물이 차 올라 왔을 때, 물이 상기 월류 구멍 또는 반원관의 개구된 상부위
를 오버플로우 하여, 여과지 챔버(183)로 유입되도록 한다.

월류관(600)의 설치 개수 및 직경은 물의 유량과 여과지의 용량(성능)에 따라 정해진다.

월류관(600)에도 어느 한 여과지를 청소할 때 다른 쪽 여과지에서 계속적으로 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개
폐되는 밸브가 장착되어 있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여과지 챔버(183)에는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직선 퇴수거(790)를 구비한 여과사 표면 세척
기(900)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여과지(700)와,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800)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트라프와 유사한 직선 퇴수거(790)는 제4구획격벽(144)에 고정되어 있고, 퇴출관(792)을 통해 외벽체(110)의
외부 또는 원형 퇴수로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직선 퇴수거(790)는 스테인레스 재질로서, 최대 배출수량의 약20% 여유를 둠으로써, 직선 퇴수거(790)에서 완
전히 월류하는 상태가 유지되는 용량으로 제작하고, 완전하게 수평이고 또한 동일 수준 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의 형
식은 웨어식 또는 오리피스식이다.

직선 퇴수거(790)의 설치 높이는 여과지(700)의 높이에 대응하며, 여과지(700)의 수직 프레임(801)보다 낮은 높이에 설
치한다.

한편, 여과지(700)의 설치 높이는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800)의 두께와 월류관(600)의 설치 높이에 따라 달라진다.

원형 퇴수로와 직선 퇴수거(790)는 여과사 표면 세척기(900)에서 분사되는 수압에 의해서 여과사 표면에 부착된 현탁물
질, 머드 등을 퇴수와 함께 배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과사 표면 세척기(900)는 외벽체(110)와 제2원형격벽의 상단에 지지되는 한 쌍의 일자형 레일(172)을 따라 구동모터,
구동기어박스, 구동바퀴 등으로 이루어진 구동장치(910)에 의해서 왕복 운동하도록 되어 있다.

외벽체(110)와 제2원형격벽을 가로지르는 중공 다리관(920)의 양 끝단에는 구동장치(910)와 롤러 지지부가 체결된다.

여과사 표면 세척기(900)는 외부로부터 세척수를 압송 받거나, 또는 여과지 상의 물을 흡입하여 고압으로 분산시키기 위
한 세척수 분사 펌프를 구동장치(910)에 장착하거나, 외부의 분사 펌프로부터 고압의 물을 전달받는 배관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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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배관 구조는 중공 다리관(920)의 내부로 고압의 물이 전달되는 구조로서, 그의 제작 방법은 통상적인 수압 라인
배관 기술에 의존한다. 특히, 중공 다리관(920)의 하부쪽 원주면에는 다수개의 노즐 부재(930)들이 고압의 물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배관되어 있다.

노즐 부재(930)들은 여과지(700)의 물에 잠겨져 있을 정도로 중공 다리관(920)으로부터 하향으로 연장되며, 중공 다리관
(920)의 축방향으로 소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다수로 배열되어 있다. 노즐 부재(93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즐과 연결관
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척수 분사 펌프 또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고압의 물은 중공 다리관(920)을 통해 각각의 노즐 부재(930)로 이동 후, 여
과지(700)의 물속에서 여과사의 표면을 향해 분사된다.

여과지(700)는 하나의 여과지가 청소 및 역세척 되는 동안 다른 하나의 여과지가 계속 정수처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쌍
으로 여과지 챔버(183)에 배열되는 것이 가능하다.

각각의 여과지(700)는 급속 또는 완속 모래법에 기초를 두고, 여과사, 여과자갈, 여과재(안트라사이트) 등의 복층 여재
(750)를 통해 상기 월류관(600)에서 유입되는 물(W)을 여과시킨다.

이런 복층 여재(750)들의 하부에는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와 유사한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800)이 여과지 챔버(183)의
바닥에 세워져 있다.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800)은 상기 복층 여재(750)를 지지하는 구조물이다.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800)도 여과사 청소,
역세척시에 계속적으로 정수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단 하나 또는 한 쌍으로 구비된다.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800)은 스트레이너 블록과, 스트레이너형 유공블록과, 일반 유공블록과, 나사산 형상의 티피블록
및, 스테인레스 유공 플레이트(810) 중 어느 하나를 수직 프레임(801)의 중간 격벽의 형태로 사용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에서 스테인레스 유공 플레이트(810)는 네 주변에 위치한 외벽체(110)와 제2원형격벽과 제3구획격벽(143)
과 수직 프레임(801)에 고정되는 다수의 구멍을 갖는 판부재이다.

스테인레스 유공 플레이트(810)의 각각의 구멍에는 여과사의 유출을 방지하면서 정류된 물을 수집하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은 스프링 타입의 여과필터(811)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스테인레스 유공 플레이트(810)는 스트레이너(812 : strainers)를 별도로 장착하여 역세척 시의 물, 공기 또는 물과
여과재 상호 간의 충돌이나 마찰, 수류의 압력으로 떨어뜨려 탁질을 여과지 상단의 직선 퇴수거(790)로 유출시키게 하는
장치이다. 스트레이너(812)는 물역세척, 물 및 공기역세척용으로 대한민국 '(주)한힘테크놀러지'의 모델명 HH-ST-W,
HH-ST-AW 제품을 사용 가능하다.

스테인레스 유공 플레이트(810)의 하부 공간(860)에는 역세척수 내지 역세척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역세척 배관부재(870)
가 배관되어 있다. 이런 역세척 배관부재(870)의 바깥쪽 끝단부는 역세척수 또는 역세척공기 공급시설과 배관된다.

또한, 정수지 배관부재(880)는 여과된 물이 모여지는 스테인레스 유공 플레이트의 하부 공간(860)과 정수지 챔버(184)의
공간을 서로 관통하게 배관되어 있어서, 복층 여재(750)와 스테인레스 유공 플레이트(810)의 여과필터(811)를 통과한 물
을 정수지 챔버(184)쪽으로 유동시킨다.

도 3과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역세척과 여과사 표면세척시, 여과사 표면 세척기(900)가 한 쌍의 일자형 레일(172)을
따라 왕복 이동하고, 역세척 배관부재(870)에서 역세척수 및 역세척공기가 스테인레스 유공 플레이트(810)의 하부 공간
(860)의 내부로 유입된다(A/I).

여과사 표면 세척기(900)의 노즐에서는 고압의 세척수가 여과사 상부의 표면을 세척하고 현탁물질, 머드, 미생물을 여과
사로부터 탈착 시킨다.

이와 동시에, 하부 공간(860)으로 유입된 역세척수 또는 역세척공기는 스트레이너(812)를 통해 복층 여재(750)의 내부를
통과하면서, 복층 여재(750)의 사이사이에 흡착 내지 부착되어 있던 현탁물질을 분리시켜 부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여과사 표면 세척기(900)의 작동 방향으로 부유되고 탈착된 현탁물질, 머드, 미생물들은 직선 퇴수거(790)와 퇴출관
(792)을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고, 기타 슬러지 처리 시설에 전달된다.

정수지 챔버(184)는 제4구획격벽과 제2구획격벽과 제2원형격벽(112) 및 외벽체(110)로 둘러 쌓인 공간으로서, 물이 다
음 정수시설로 유입되기 전에 소정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공간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정수지 챔버(184)는 제4구획격벽과 제2구획격벽과의 사이에 별도의 구획격벽과 연결 배관(도시 안됨)을
구비함으로 써,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정수지 시설로 구획될 수 있다.

정수지 챔버(184)와 관통하게 배관된 출수 배관부재(109)는 송수펌프시설에 배관되어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게 음용 가능
한 식수를 송수펌프시설에 공급한다(C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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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슬러지 수집기(500)는 제1침전지 챔버(181), 제2침전지 챔버(182)의 하부로 퇴적되는 슬
러지, 일반적인 탁질성분, 미립자를 흡입하여 외부로 배출시키는 것으로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도 2에 도시된 제2원
형격벽(112)의 레일(171, 172)을 따라 원주방향으로 유한한 시간 간격동안 왕복 이동하면서, 슬러지 흡입 작동을 수행한
다(도 2참조).

이를 위해서, 제2슬러지 수집기(500)의 작동 범위는 상기 제1슬러지 수집기(300)의 작동 범위를 고려하여, 상수도 시스템
의 관리 본부의 제어시스템에 의해서 제한된다.

제2슬러지 수집기(500)는 제2원형격벽(112) 상의 레일(171)을 따라 원주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기력으로 구동력
을 발생시키는 구동모터와 구동바퀴로 결합된 구동장치(510)를 구비한다.

구동장치(510)에는 하기의 제1관절배관(511)과 관통한 슬러지 토출관(521)이 결합되어 있다.

슬러지 토출관(521)은 외벽체(110) 상의 레일(172)에서 이동 가능하게 결합된 롤러 지지부(520)에 지지되며, 그의 끝단
은 원형 퇴수로(190)의 상부에 놓여있다.

제2슬러지 수집기(500)의 구동장치에는 외부의 여압 발생용 펌프와 연결된 제1관절배관(511)이 결합되어 있다.

제1관절배관(511)은 여압을 전달하면서, 기구적으로 힌지 작동(m)이 가능한 배관 장치이다.

이런 제1관절배관(511)은 외팔형 중공관(512)과, 그의 제2관절배관(513)과, 제2관절배관(513)에 관통하여 하방향으로
연장된 연장관(514)과, 이런 연장관(514)의 하단에서 'T'자 형상으로 배관된 슬러지 흡입관(515)을 갖는다.

제2관절배관(513)은 역시 기구적으로 힌지 작동(k)이 가능하면서 내부에 여압을 전달할 수 있는 배관 장치이다.

제1관절배관(511)과 제2관절배관(513)에 결합된 외팔형 중공관(512)과 연장관(514)과 슬러지 흡입관(515)은 작업자의
인력 또는 호이스트 등의 견인 설비 등에 의해서, 힌지 작동(k, m) 한 후, 제1침전지 챔버(181)와 제2침전지 챔버(182)로
선택적으로 배치된다.

이후, 제2슬러지 수집기(500)는 구동장치(510)의 구동력에 의해서 제2원형격벽(112)과 외벽체(110) 상의 레일(171,
172)을 따라 움직이면서, 제1침전지 챔버(181)와 제2침전지 챔버(182)의 슬러지를 여압으로 흡입한다.

이렇게 흡입된 슬러지는 슬러지 토출관(521)을 통해서 원형 퇴수로(190) 쪽으로 모여진 후, 슬러지 처리 시설로 배출된다.

제2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는 도 13의 평면도를 참조하면, 정수 처리를 사각형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로서 사각형, 사각 상자형 외관(layout)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서 제1실시예와 동일하므로 그의 상
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서는 위생적이고 튼튼한 수 처리 시설 및 물탱크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다중 격벽
구조로서 구조적 강성과 대용량의 물저장 능력 및 콘크리트와 스테인레스의 모든 장점을 구비하여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
한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가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는 일련의 정수처리를 단 하나의 구조물 내에서 계통적으로 수행하므로,
대규모 플랜트 시설 및 건축물이 필요 없이, 중소 규모의 정수설비를 매우 용이하게 설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는 정수량과 정수처리시간에 따라 원형격벽 내지 구획격벽을 증가시켜
서, 대규모의 정수설비를 매우 용이하게 설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는 물탱크 내부에서 상수도 정수처리가 모두 완벽하게 수행됨은 물론,
동일 종류의 다중격벽탱크를 모듈별로 연결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수질의 상급수를 양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는 다수의 배출관 퇴수로, 퇴수거, 여과사 청소 설비(여과사 표면 세척
및 역세척 설비), 다양한 방식의 슬러지 수집기 등을 구비하여, 청소 및 유지 관리가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안에서 다양
한 수정, 변경,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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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유체를 담는 내부 공간에 나이테 형상의 공간을 갖고,

상기 공간을 구획하여 만든 응집지 챔버(180), 제1침전지 챔버(181), 제2침전지 챔버(182), 여과지 챔버(183), 정수지 챔
버(184)를 갖는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과;

상기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내부로 유입되는 원수를 혼화 및 응집시키도록 상기 응집지 챔버(180)에 설치된 교반
기(200)와;

상기 제1, 제2침전지 챔버(181, 182)의 바닥에 웅덩이 형상으로 형성되고, 슬러지 배출관(420)을 배관한 슬러지 배출 바
닥 구조(400)와;

상기 제2침전지 챔버(182)의 물을 유입시키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월류관(600)을 갖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여과지
(700)와;

이런 여과지(700) 하부에 배치된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800)과;

상기 여과지(700)의 상부에 배치된 여과사 표면 세척기(900)를 포함하되,

상기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은 외벽체(110)의 안쪽에서 소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겹겹이 세워져 있는 적어도 하나 이
상의 나이테 형상의 제1, 제2격벽(111, 112)과;

상기 외벽체(110)에 의해 지지되는 지붕(120)과;

상기 외벽체(110)와 제1, 제2격벽(111, 112)의 하단에 부착되어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바닥이 되는 하판(130)과;

상기 챔버(180, 181, 182, 183, 184)를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제1, 제2, 제3, 제4구획격벽(141, 142, 143, 144)을 포함하
는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격벽(111, 112)에는 플록화된 슬러지를 여과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 제2, 제3유공판(151,
152, 153)이 더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

청구항 4.

유체를 담는 내부 공간에 나이테 형상의 공간을 갖고,

상기 공간을 구획하여 만든 응집지 챔버(180), 제1침전지 챔버(181), 제2침전지 챔버(182), 여과지 챔버(183), 정수지 챔
버(184)를 갖는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과;

상기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내부로 유입되는 원수를 혼화 및 응집시키도록 상기 응집지 챔버(180)에 설치된 교반
기(200)와;

상기 제1, 제2침전지 챔버(181, 182)의 바닥에 웅덩이 형상으로 형성되고, 슬러지 배출관(420)을 배관한 슬러지 배출 바
닥 구조(400)와;

상기 제2침전지 챔버(182)의 물을 유입시키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월류관(600)을 갖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여과지
(700)와;

이런 여과지(700) 하부에 배치된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800)과;

상기 여과지(700)의 상부에 배치된 여과사 표면 세척기(900)를 포함하되,

상기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은 외벽체(110)의 안쪽에서 소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겹겹이 세워져 있는 적어도 하나 이
상의 나이테 형상의 제1, 제2격벽(111, 112)과;

상기 외벽체(110)에 의해 지지되는 지붕(120)과;

상기 외벽체(110)와 제1, 제2격벽(111, 112)의 하단에 부착되어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바닥이 되는 하판(13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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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챔버(180, 181, 182, 183, 184)를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제1, 제2, 제3, 제4구획격벽(141, 142, 143, 144)을 포함하
는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에 있어서,

상기 외벽체(110)의 상단부위의 외측 테두리에 고정되어서, 경사형, 'U'자형, 'V'자형, 채널형 중 어느 하나의 단면을 갖는
퇴수로(190)와, 상기 퇴수로(190)의 바닥 부위에서 하향으로 배관된 퇴수관(191)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수
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

청구항 5.

유체를 담는 내부 공간에 나이테 형상의 공간을 갖고,

상기 공간을 구획하여 만든 응집지 챔버(180), 제1침전지 챔버(181), 제2침전지 챔버(182), 여과지 챔버(183), 정수지 챔
버(184)를 갖는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과;

상기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내부로 유입되는 원수를 혼화 및 응집시키도록 상기 응집지 챔버(180)에 설치된 교반
기(200)와;

상기 제1, 제2침전지 챔버(181, 182)의 바닥에 웅덩이 형상으로 형성되고, 슬러지 배출관(420)을 배관한 슬러지 배출 바
닥 구조(400)와;

상기 제2침전지 챔버(182)의 물을 유입시키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월류관(600)을 갖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여과지
(700)와;

이런 여과지(700) 하부에 배치된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800)과;

상기 여과지(700)의 상부에 배치된 여과사 표면 세척기(900)를 포함하되,

상기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은 외벽체(110)의 안쪽에서 소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겹겹이 세워져 있는 적어도 하나 이
상의 나이테 형상의 제1, 제2격벽(111, 112)과;

상기 외벽체(110)에 의해 지지되는 지붕(120)과;

상기 외벽체(110)와 제1, 제2격벽(111, 112)의 하단에 부착되어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바닥이 되는 하판(130)과;

상기 챔버(180, 181, 182, 183, 184)를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제1, 제2, 제3, 제4구획격벽(141, 142, 143, 144)을 포함하
는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격벽(111, 112)과 상기 외벽체(110)는 상하변 플랜지 부위를 일체형으로 절곡하여 만든 'ㄴ'자, 'ㄷ'자, 'ㅁ'
자, 'ㅇ'자, 'ㄹ'자 단면 중 어느 하나의 단면을 갖고 있고, 길이방향으로 용접에 의해 연장되는 원호형 패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유체를 담는 내부 공간에 나이테 형상의 공간을 갖고,

상기 공간을 구획하여 만든 응집지 챔버(180), 제1침전지 챔버(181), 제2침전지 챔버(182), 여과지 챔버(183), 정수지 챔
버(184)를 갖는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과;

상기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내부로 유입되는 원수를 혼화 및 응집시키도록 상기 응집지 챔버(180)에 설치된 교반
기(200)와;

상기 제1, 제2침전지 챔버(181, 182)의 바닥에 웅덩이 형상으로 형성되고, 슬러지 배출관(420)을 배관한 슬러지 배출 바
닥 구조(40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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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침전지 챔버(182)의 물을 유입시키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월류관(600)을 갖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여과지
(700)와;

이런 여과지(700) 하부에 배치된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800)과;

상기 여과지(700)의 상부에 배치된 여과사 표면 세척기(900)를 포함하는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에 있어서,

상기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레일(171, 172)을 따라 이동하면서 상기 제1침전지 챔버(181)와 상기 제2침전지 챔
버(182)의 슬러지를 배출시키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 제2슬러지 수집기(300, 50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

청구항 9.

유체를 담는 내부 공간에 나이테 형상의 공간을 갖고,

상기 공간을 구획하여 만든 응집지 챔버(180), 제1침전지 챔버(181), 제2침전지 챔버(182), 여과지 챔버(183), 정수지 챔
버(184)를 갖는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과;

상기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내부로 유입되는 원수를 혼화 및 응집시키도록 상기 응집지 챔버(180)에 설치된 교반
기(200)와;

상기 제1, 제2침전지 챔버(181, 182)의 바닥에 웅덩이 형상으로 형성되고, 슬러지 배출관(420)을 배관한 슬러지 배출 바
닥 구조(400)와;

상기 제2침전지 챔버(182)의 물을 유입시키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월류관(600)을 갖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여과지
(700)와;

이런 여과지(700) 하부에 배치된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800)과;

상기 여과지(700)의 상부에 배치된 여과사 표면 세척기(900)를 포함하되,

상기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은 외벽체(110)의 안쪽에서 소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겹겹이 세워져 있는 적어도 하나 이
상의 나이테 형상의 제1, 제2격벽(111, 112)과;

상기 외벽체(110)에 의해 지지되는 지붕(120)과;

상기 외벽체(110)와 제1, 제2격벽(111, 112)의 하단에 부착되어 다중 격벽 탱크 구조물(100)의 바닥이 되는 하판(130)과;

상기 챔버(180, 181, 182, 183, 184)를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제1, 제2, 제3, 제4구획격벽(141, 142, 143, 144)을 포함하
는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격벽 물탱크에 있어서,

상기 역세척 여과지 구조물(800)은 복층 여재(750)를 중간 격벽의 형태로 지지하도록, 상기 외벽체(110)와 상기 제2격벽
(112)과 상기 제3구획격벽(143)과 수직 프레임(801)에 고정되고 여과사의 유출을 방지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프링
타입의 여과필터(811)를 장착한 스테인레스 유공 플레이트(81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수도 정수처리 다중
격벽 물탱크.

청구항 10.
삭제

도면

등록특허 10-048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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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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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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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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