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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Technology
적용대상:
-sewage treatment plants
-composting
-biological fermentation
-Food beverage and tobacco industry
-animal body utilization
-printing/ chemicals/ pharmaceutical/ semiconductor/ paper/ pulp industry
-Deponie/ Bodensanierung
-disposal/ soil treatment
etc.

1. Waste Gas Treatment/Order Control System
-Biofilter:
미생물의 생물학적 분해능력을 이용한 친환경적 정화 장치이
다.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 강철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만들고 나무껍질, 나무가루, 천연섬유, 토탄이나 코코넛 섬유
등으로 제작하며 폐수처리공장이나 식품공장의 악취제거나
금속, 섬유, 화학 산업의 대기 정화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고
객의 주문에 따라 다양한 형태나 다단계 필터 시스템을 화학
적 스크러버와 병행하여 구축할 수 있다.

- Chemical Scrubber
LIKUSTA 의 scrubber는 개별 또는 다단계 유닛, 둥근형태, 각
진형태, 수직 또는 수평형 뿐만 아니라 실내, 실외형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작생산이 가능하다.

-Carbonfilter:
LIKUSTA의 악취제거 시설인 Desorex ® Pi 50 K 는 섭씨 0도
에서 60도, 습도 40에서 90%의 조건에서 99%이상의 악취를
제거하도록 설계가 되어졌다.
주요 제거 가스:
Hydrogen sulphide, Indole and skatole,
Methyl mercaptan, Methylamine, Ammonia
- 악취는 활성탄 베드에서 흡수된다
- 완전한 악취제거는 공기가 활성탄과 접촉하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 활성탄과 공기의 평균 접촉시간은 평균 2~4초이다.
- 가스 처리능력은 주입된 탄소무게의 20% 정도이다.
- 탄소의 미세한 틈 사이로 흡수된 냄새는 촉매 작용으로 황
산으로 전환된다. (가스가 H2S일 경우)
- 특별한 촉매성 탄소는 물에 의해서 환원된다.

3-stage cross flow scrubber

제질: PE, PP, PVDF, PVC, FRP
가능한 제작 스타일: Counterflow scrubber
Cross flow scrubber
Uniflow scrubber
제작 기본은 물리적-화학적-흡수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화학
적 산화가 가능하게 한다.
적용 분야:
악취제거
(예: 다양한 폐수 처리
플랜트, 합성, 식품산업,
제지산업 등.)
배가스 정화
(예: 금속산업, 제철산업,
섬유산업, 화학산업 등.)
Scrubber production in progress

Example Activated Carbon Filter

- Bio Scrubber
우리는 또한 폐가스 처리와 악취처리를 위해 biofilter 또는
bio diesel reactors의 대안으로 bioscrubber를 공급하고
있다. 재질은 PE, PP, GRP 와 같은 플라스틱을 이용한다.
bioscrubber는 VDI의 가이드라인 3478에 의해 제작되었다.
필요에 따라 우리의 파일롯 플랜트를 대형크기의 플랜트로
설계제작이 가능하다.
성분의 분해과정은 biofilter의 그것과 유사하다. 상하스팀공
급 방식의 biofilter, chemoscrubber, UV oxidation 또는 활
성탄 필터와의 복합적 설계가 가능하다.

우리는 최신 컴퓨
터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제품을 최
고의 제작기술로
만들고 있다.
필요에 따라
LIKUSTA는 실험
용 스크러버를 제
공 하고 있다.
Counterflow scrubber

3D Modell of a Counterflow
sc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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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reatment
1. Chemocal Dosing Units

-인산염 침전을 위한 설비

화학약품 투입 설비는 독일의 LICH에 위치한 현대적인 제작
설비에서 만들어지고 실험되어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된다.
-계획, 견적요청
-분석기술
-IBFT의 공식승인된 탱크 제작
-파이프의 조립
-투약 기술
-조정판제작과 공정기술
-조립, 전기작업
-가격결정
-TUEV의 공식확인서
-설비의 현대화와 서비스
-운영자 교육
-적은 양을 위한 이동용 공급장치
Phosphate precipation facility

3. Stripping Facilities - 지표상에서 대기 배출
클로린이 함유된 탄화수소의 추출 시설의 운행은 역방향 흐름
의 원리를 사용하며 단상이나 다단계 시설이 가능하다.
탄화수소물에 오염된 지하수는 고효
율의 충전물로 분리되어 표면 교환
의 요구를 만들어 낸다.
클로린이 함유된 탄화수소물은 우물
안에서 공기를 제거하여 만든 진공
상태에 의해 토양중에서 증발 하게
된다.
동시에 공기는 충전물 안쪽으로흘러
들고 역방향의 원리에 의해 오염물
은 물에서 분리되고 붙잡히게 된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 시스템은
99% 이상의 효율을 가지게 된다.
오염된 배기가스는 활성탄에 흡수
되어 정화가 이루어 진다.

Stripper

4. CO2 Degassers

정부에서는 폐수처리용 식물의 운영에 아주 적은 양만의 인산
염을 비료로 주는 걸 허용하고 있기에 추가로 들어간 인산염을
침전시켜 제거해야한다. 철이나 알루미늄의 염을 이용 물리적화학적 반응을 시켜 인산염의 최대치를 관리해야한다.
LIKUSTA 에서는 적은 양의 폐수처리 식물용 부터 대단위 크기
의 처리용까지 다양한 염의 용해시설을 갖추고 있다.

LIKUSTA의 시설
들은 물리역학적
산 제거설비로 수
질에서 CO2의 저
감이나 pH값 조절
또는 유독성 악취
의 제거로 사용된
다.
Flat bottom degasser, type FBB
Desorber, type KVR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제공한다:
타입 KVR : 원통형의 서있는 모양으로 역방향 칼럼으로 대
용량 충전물을 이용할 수 있다.
타입 KRR : 사각형 기둥모양으로 역방향 흐름 칼럼.
타입 FBB : 누워있는 사각기둥 모양의 가스 제거 장치 높이
는 1.5~2m, 협소한 공간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Dosing unit in weather proof FRP cabinet

Dosing equipment on mounting plate

LICH 에 있는 우리 시설에서 투약시스템은 완벽하게 제작된다.
2. Chemical Storage Tanks
우리회사는 물보관법 19조 i항과 발화
성 액체 관리요령에 근거하여 특화된
생산품(위험물이 섞인 물의 보관, 저
장, 투여 용도)을 ‘독일 남부지역의 기
술 조절 협의회’ 의 확실한 품질 관리
하에 생산하고 있다.
보관 용량: 0,1 - 50 m³
Tanks are custom made
Officially controlled tank

Officially controlled tank

PE storage tank according to § 19 i WHG

UV Technology
1. 폐가스/악취 처리 시스템 (UV radiation)
기체상이나 증기상의 유기 오염물
을 냄새가 없는 CO2나 H2O로 바꾸
어 주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세정타워, packd scrubber,
또는 활성탄, 소각, 촉매 에서 사용
되던 공정을 VUV 광산화 과정으로
대치 시킬 수 있다.
독일의 산업법에서 저촉되지 않기
위해선 1입방미터에 20mg 이하의
유기 탄소가 배출되어야 된다.
2. 지하수/폐수처리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나 유기 폐수의 정화에 UV가 사용된다.
정화하고자 하는 물에 산화제 (H2O2, O3)를 첨가하여 광분해
를 하여 물속에 돌아다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물속에 190nm 이하의 UV를 이용하여 H2O를 광분해 하여
HO-, H-의 라디칼이 물속의 유기물과 결합하여 침전시키
는 공법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