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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개

고속혼화설비의 핵심장치인 약품 분사형 인라인믹서는 원수(슬러지) 배관내에 설치됩니다. 특이구조의 샤프트에 형성된 약품분사구

를 통하여 약품을 강하게 분사함과 동시에, 샤프트에 대칭으로 부착된 임펠러로 순간 고속 혼화를 일으킵니다.  이는 두 가지 물질이

반응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MIXING ENERGY)를 공급하여 기존 방식 대비 최대 2.5배 단단한 플록을 형성시킵니다.  또한, 

샤프트 및 임펠러에 의해 매 0.01~0.03초마다 강한 난류를 일으켜 사(死)지역의 발생없이 원수와 약품이 균일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이러한 인라인믹서 운전으로, 탈수나 농축공정시 슬러지 함수율 2~4% 감소, 응집제 사용량 최소 25% 이상 저감, 시간당처리량

10~30% 증가 등 운영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농축공정시 농축농도 증가 및 잔존 약품 감소로 인한 소화효율 증가로

바이오가스 발생량 증가 및 소화슬러지 발생량, VS% 비율, 악취 감소 등 여러 효과들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류수내

SS, BOD, COD, T-P, T-N 등 30% 이상 감소에 의한 수처리 공정 부하 감소로, 방류수 수질 향상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하수/정수/폐수처리장들의 탈수, 농축 및 가압부상조 공정 등 원수(슬러지)와 약품을 저속으로 혼화하던 기존의 약품 투입 및

혼화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약품 고속혼화설비』를 국내, 유럽, 아시아, 북미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 설비개요

SS, BOD, COD, T-P, T-N 등 30% 이상 감소에 의한 수처리 공정 부하 감소로, 방류수 수질 향상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펠러

약품분사용슬릿

하우징 약품유입구



3. 기존방식 대비 효과

공정 기존방식 약품 고속혼화설비

탈수공정

(벨트, 다중원판, 

스크류프레스 등)

1) 응집제 사용량 많음

2) 탈수찌꺼기 함수율 높음

3) 시간당 슬러지 처리량 적음 à 탈수설비의

전력비 및 운전업무 부하 상승

4) 반류수내 SS, T-P, T-N, BOD, COD 등이 높음

1) 응집제 사용량 최소 25% 이상 저감

2) 탈수찌꺼기 함수율 1~3% 감소

3) 시간당 슬러지 처리량 10~30% 증가 가능 (필요시)

à 탈수설비의 전력비 및 운전업무 부하 감소

4) 반류수내 SS, T-P, T-N, BOD, COD 등 10% 이상 감소

1) 응집제 사용량 최소 25% 이상 저감

2) 농축농도 1~3% 증가 (필요시)

3) 시간당 슬러지 처리량 10~30% 증가 가능 (필요시) 

à 농축설비의 전력비 및 운전업무 부하 감소

농축공정

(드럼, 디스크,

다중, GBT 등)

1) 응집제 과다 투입

2) 농축농도 낮음

3) 반류수내 SS, T-P, T-N, BOD, COD 등이 높음

4) 반류수내 SS, T-P, T-N, BOD, COD 등 20% 이상 감소

※ 소화공정 연계시

1) 소화일수 증가

2) 소화율 증가

3) 바이오가스 발생량 증가

4) 소화슬러지내 유기물 비율(VS%) 감소

5) 소화슬러지 발생량 감소

6) 악취 감소

7) 동절기 화석에너지 사용량 감소

응집침전조

(가압부상조)
SS 제거효율 낮음 SS 제거효율 20~40% 향상



벨트프레스 - 하수종말 벨트프레스 – 유럽다중원판탈수기 – 폐수종말

4. 설치사례

가압부상조 – 제지회사다중원판농축설비 – 하수종말 농축설비 – 유럽



5. 설비사양

항 목
사 양

IM-100LS IM-100HS IM-150 IM-200

용 량
유입수 (최대/청수) 80m3/hr 100m3/hr 150m3/hr 200m3/hr

약품 (최대) 8m3/hr 8m3/hr 10m3/hr 15m3/hr

규격/중량
인라인믹서
(모터제외)

규 격 Φ200mm x 243mmL Φ200mm x 243mmL Φ250mm x 273mmL Φ300mm x 313mmL

중 량 약 16kg 약 16kg 약 30kg 약 42kg

전 원 (제어) 1.5kW (VVVF) 2.2kW (VVVF) 3.7kW (VVVF) 5.5kW (VVVF)

구동모터 전 압 220~440V x 3ph, 60Hz 220~440V x 3ph, 60Hz 220~440V x 3ph, 60Hz 220~440V x 3ph, 60Hz

회전 속도 Max. 1750rpm Max. 2200rpm Max. 3000rpm Max. 3000rpm

재 질

하우징 STS304 (옵션:316) STS304 (옵션:316) STS304 (옵션:316) STS304 (옵션:316)

샤프트 SSC13 (옵션:316) SSC13 (옵션:316) STS304 (옵션:316) STS304 (옵션:316)

교반날개 SSC13 (옵션:316) SSC13 (옵션:316) STS304 (옵션:316) STS304 (옵션:316)

플랜지T배관
SSC13+STS304

(옵션 : 316)
SSC13+STS304

(옵션 : 316)
SSC13+STS304

(옵션 : 316)
SSC13+STS304

(옵션 : 316)

※ 상기 용량은 청수(淸水) 기준이며 적용 공정 및 설비 형태, 고형물 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양 및 재질은 개량 또는 고객요구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도 있음

※ 전량 국내 제작



6. 인증현황



7. 설치후 효과 (대표사례)

처리장명 적용공정
시험결과

약품저감량 탈수찌꺼기 시간당처리량
고형물회수율
(SS 제거율)

청주하수 벨트프레스 40% 6% 감소 - -

수원하수 벨트프레스 32% - 20% 증가 -

대전폐수종말 다중원판탈수기 25% 이상 10% 이상 감소 - -

김해하수 벨트프레스 30% 이상 7% 감소 - 30% 증가

진주하수 다중원판농축기 35~40% 함수율 2.0%p 감소 - -

부천하수 디스크+다중원판농축기 35% 이상 함수율 1.5%p 감소 30% 증가 10% 증가

서울 중랑하수 벨트프레스 25% 20% 감소 - -

서울 서남하수 벨트프레스 35% 9% 감소 - -

부산 수영하수 벨트프레스 29% 11% 감소 - -부산 수영하수 벨트프레스 29% 11% 감소 - -

파주 금촌하수 디스크+다중원판탈수기 27% 18% 감소 40% 증가 30% 증가

안산하수

벨트프레스(1차) 35% 6% 감소 - -

벨트프레스(2차) 40% 9% 감소 - -

다중원판농축기 30% 이상 함수율 1.5%p 감소 - 40% 증가

순천하수 벨트프레스 40% 이상 10% 이상 감소 - -

의정부하수 스크류프레스 20~25% 7% 감소 15% 증가 -

수자원공사 정수장 벨트프레스 40% 이상 함수율 2.0%p 감소 15% 증가 -

김해 음폐수 원심탈수기 35~40% 25% 감소 - -

일본 다중원판탈수기 35~40% 17% 감소 45% 증가 30% 증가

유럽
벨트프레스 22% 13% 감소 - -

드럼농축기 45~50% 함수율 1.2%p 감소 10% 이상 증가 20% 증가

미국 스크류프레스 10% 15% 감소 35% 증가 30% 증가

※ 참고사항 : 해당처리장 제공 또는 공인시험기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