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ING WITH SHINDO E&C

WATERLEAU 대기 분야
CHEMICAL 오염물 저감 기술: WATERPACK, WATMESH, WATMONIA, WATTRAY
-

염기, 산, 황, 질소 산화물, 독성 가스
산업 및 비료 먼지 제거 기술: KIMRE SXF SCRUBBERS, TURBULAIRE, REITHER, BAYER
REITHER, DYNAWAVE, CALVERT, WATSPRAY CHIMNEY

-

산업가스로부터 먼지 입자 제거

-

부식성, 독성, 막힘 유발 먼지

-

요소와 암모니아 처리
연도 가스 처리/탈황시설: KIMRE SXF SCRUBBERS, TURBULAIRE, REITHER, BAYER REITHER,
DYNAWAVE, CALVERT, WATSPRAY CHIMNEY

-

습식시설에 의한 폐열가스 처리

-

다이옥신 처리
MIST 입자 및 에어로졸 제거기술: B-GON, KON-TANE, BRINK, WATMESH

-

가스에서 마이크로 크기 액체 입자의 제거
VOC 처리 및 악취 제거기술: BELAIR, BIOTON, BIOWACK, WATPACK, WATTRAY

-

용매 사용 산업에서 배출되는 VOC 회수 공정 및 분해

-

산업 활동, 폐기물처리, 폐수처리 시설, 어류 및 발효 시설
BIOGAS 탈취: BELGAS

-

활성슬러지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탈황

회사 관련 실적
-

화학, 약품 산업 등
Oil 및 gas 등
철강 및 건설 등
프린트 산업 등
식음료업 등
비료 산업 등
펄프 및 제지업 등
섬유업 등
폐기물 소각
산업/민간 폐수처리
서비스 분야

-

타당성 조사
파일럿 설비
Design 및 엔지니어링
구매 및 건설
유지 및 사후관리

기술 파트너/라이센스

엔지니어링 공동협력

I.

CHEMICAL 오염 저감 기술

동 사의 Packed bed scrubber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알카리성, 산성 화합물, 황화 또는
질산화 화합물, 독성 가스, 고형 입자 및 에어로졸과 같은 화학 오염물을 제거하고 분리할 수
있다.
적용된 프로세스
• 흡수 프로세스처리
- 알카리: NaOH, KOH 등
- 산성: 염산, 불산, HCN, HBr, 인산 등
- 황산화물: 황산, 이산화황, 삼산화황, 황화수소, 메르캅탄 등
- 질산성 화합물: 암모니아, RNH2 등
- 독성 가스: CL2, BF3, SO3 등
• 액적, 에어로졸 등의 분리 프로세스 처리
- H2CrO4, 황산, 질산, 황산암모늄, 염산
• 먼지 및 고형입자 분리 프로세스 처리
- 산화아연, 질산암모늄, Cr3O5, 이산화티타늄, Zr2O5
적용 분야
• 기초 화학 화합물의 제조, 저장, 패킹 등
• 정밀 화학 및 의약산업에서 반응기의 가스제거
• 화학 및 의약산업의 액체/폐기물 소각 공정
• 야금공정: 철 및 강철 산업
• Lime 킬른, 제지 폐기물
적용 기술
• WATERPACK packed bed 스크러버: WATMESH 데미스터 기술과 WATPACK 흡수
패킹재를 사용하여 가스상 오염물을 수직형 카운터 플로우 packed bed scrubber에서
흡수 제거
•

KIMRE SXF 수평형 횡류 스크러버: 기액 접촉의 극대화 하기 위하여 특정한 WATPACK
KON-TANE KIMRE 패드를 사용하여 수평형 횡류 스크러버로 가스상 오염물을 제거하며
후단에 WATMESH B-GON 미스트 제거기 설치

•

WATTRAY Tray scrubber: 오염물 흡수 및 먼지 제거를 위한 수직 tray형 스크러버
기술

•

WATSPRAY spray 스크러버: 여러 단과 WATMESH 기술에 다중 스프레이 노즐을
사용한 분사 타워 스크러버 기술

•

WATMESH 데미스터: 고효율 미스트 제거기

•

WATMONIA 암모니아 스크러버: 비료 및 화학 플랜트에서 암모니아 제거를 위한
스크러버 기술

REFERENCE

II.

산업 먼지 제거 기술

저희 회사의 대기오염 제어기술은 가장 보편적이고 비용 대비 효율이 우수한 습식
스크러버이다. WATERLEAU는 입자 크기 분포, 먼지 성분 및 농도에 맞추어 우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몇 가지 공정을 개발했다.

WATSPRAY®
WATSPRAY® 시스템은 2개의 다른 단으로 구성된다.
• 흡수 및 탈진 단
• WATMESH 데미스터 및 회전익 단
동 시스템 (WATSPRAY® chimney)은 알팔파 건조 및 제당 산업에서 펄프 건조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한다.
용량
• 최대 유량: 800,000 m³/h (13,000CMM)
• 입자 크기 분포: > 10 µm
• 먼지 농도 : < 500 mg/m³
장점
• 극히 낮은 압력 손실
• 공정에서 물 재사용으로 인한 물 사용 저감
• 낮은 압력손실로 인한 에너지 소모 저감
• 작은 설치공간
• 가스상 오염물의 동시 흡수 가능
REFERENCE

TURBULAIRE® 먼지 스크러버
먼지 입자 제거를 위해 액체를 사용하는 TURBULAIRE® 먼지 스크러버 시스템은 낮은 에너지
가변 벤츄리 협류부와 액산 표면에 고속 가스 충돌을 결합 방식이다.
TURBULAIRE® 먼지 스크러버는 상부에 콘형 상부가 부착된 수직 실린더형 body와 하부에
콘형 호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2개의 챔버로 나뉘어 있다.
• 습윤 단이 있는 응결 챔버
• WATMESH 데미스터 및 회전익이 장착된 제거 챔버
TURBULAIRE® 먼지 스크러버는 만일 필요하면 최종 데미스터, 쿨링 단, 흡수 단과 함께 설치
될 수 있다.
용량
• 최대 유량: 800,000 m³/h (13,000CMM)
• 입자 크기 분포: > 1 µm
• 먼지 농도 : < 50 mg/m³
적용분야
• 제당 산업(소석회 킬른, 펄프 건조, 설탕 건조/냉각)
• 비료 산업(유동상 건조기, 냉각기, 입자화 기)
• 연소 및 소각 (bagasse 보일러, 탄 및 연료 oil 보일러)
• 제지 펄프 산업(종이 먼지)
• 식음료 산업에서 분사기(Atomizer)
장점
• 낮은 에너지 사용에서 높은 효율
• 운전 및 유지관리 용이
• 유량 범위가 넓음(최대 800,000 m³/h)
• 새로운 환경규제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가능
•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음
• Moving part가 없음
• 막힘 위험이 거의 없음
• 액체 유출수 Blow-down에 최소량 필요
• 전세계에 수 백대의 설치 운영이 증명하는 신뢰성 및 경제적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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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GAS (FLUE GAS) 처리 기술

DYNAWAVE® SCRUBBER
DYNAWAVE® 제트 역분사 스크러버는 오염되고 열함유 가스 처리를 위해 신뢰할 만한
운영이 필요할 때 대기오염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되었다. 제트 역분사 스크러버는
특히 오염 환경에서 고효율이 요구되는 조건에서 신뢰할 만하다.
DYNAWAVE® 제트 역분사 스크러버는 큰 구경, 열린 협노즐을 가진 1 ~ 2개의 제트
역분사기가 Body 입구에 장착되도록 구성되며 후단에 미스트 제거 스스템으로 연결하도록
설계하였다. 유입가스는 수직형 덕트 상부로 유입되어 큰 구경 인젝터를 통하여 상방향으로
분사되는 세정액과 충돌한다. Froth zone(거품 존)에서는 액체 접면을 갱신하는 비율을 크게
만들어서 가스가 단열 포화 온도로 효과적으로 급냉각하고 먼지와 산성분을 흡수한다.
용량
• 최대 유량: 1,00,000 m³/h (133,000CMM)
• 입자 크기 분포: > 0.5 µm
• 입구 먼지 농도 : 100 mg/m³
장점
• 매우 큰 먼지 유입량 처리 가능
• 막힘 없음: 큰 입구경 액체 분사기
• 재순환 액체에서 높은 solid 농도를 운전하여 누출 저감,
• 1개 스크러버에서 다중 작용(가스 냉각, 먼지 저감, 가스상
오염물 흡수)
• 넓은 운전 비율
• 낮은 유지관리비
• 다양한 약제에 적용 가능(NaOH, Ca(OH)2, CaCO3,
Mg(OH)2, H2O2)

IV.

비료산업 먼지 제거 기술

기존 SOCREMATIC사에서 전환된 WATERLEAU는 1979년부터 비료 오염물 제거 분야에
존재해 왔다. 오늘날, 동사는 하기 비료 설비의 폐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공해 저감 시스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고 있다:
PRILL 타워(비료 입자화 타워)
- 질산 암모늄
- 질산 칼슘 암모늄
- 요소
유동상 입자 설비
- 질산 암모늄
- 질산 칼슘 암모늄
- 요소

SNDVIK ROTOFORM 파스텔
- 요소
- 요소 + 황산 암모늄
인산 설비
- 인산 소화조 배가스
공기 증발설비
- 인산 소화조 배가스

WATTRAY® TRAY SCRUBBER
동 시스템은 WATERLEAU의 트레이 스크러버 기술로서 고정된 밸브 트레이를 다중 layer
WATMESH 데미스터를 조합하여 사용되어, 동 기술은 다음에 특히 적용된다:
• 유동상 요소 입자화 설비의 배가스에서 요소 먼지 제거
• 비료 입자화 타워 배가스 및 질산 칼슘 암모늄 유동상
• 요소 및 질산 암모늄 비료 입자화 타워 배가스

WATMONIA® SCRUBBER
동 시스템은 비료 설비 배가스에서 암모니아를 제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생태발자국을
저감하기 위하여, 동 스크러버는 WATTRAY 트레이 스크러버와 집적되어 요소 먼지와
암모니아 저감용으로 1 단 조합이 가능하다.

KIMRETM SXF® 수평형 횡류(cross flow) 스크러버 SCRUBBER
수평 횡류 스크러버에서 가스상 오염물 흡수를 위해 특정 KIMRE B-GON 및 KIMRE KONTANE 데미스터 패드가 장착되어 기액 접촉을 극대화 한다.

V.

연도 가스 및 연도 탈황 기술

폐기물과 슬러지 처리, 동시소각 및 발전설비는 중금속, 다이옥신, 기타 오염물이 산성 및
용존성 염, 먼지, 열성 폐가스 또는 연도가스와 혼합된 오염물을 생성한다. WATERLEAU는
배출허용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다이옥신, 퓨란 등의 흡수를 위한 정전 집진기, 습식 및
건실 스크러버, 활성탄 필터와 자립형 또는 복합형으로 구성된 다양한 프로세스를 설계 할 수
있다.

WATPACK PACKED BED SCRUBBER
PACKED 스크러버는 대기 오염 제어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스크러버는 기/액 접촉을 증가시켜 물질 전달이 향상되도록 해준다. 산성/알카리성
가스는 부합된 약제를 사용하여 수직형 역류(counter flow) WATPACK 패킹 스크러버를
사용하여 흡수할 수 있다.
장점
• 높은 오염물 물질 전달
• 낮은 압력손실
• 높은 적용가능 범위
• 다양한 약제(NaOH, H2O2 등)의 사용 가능
• 시스템에서 사용된 약제에 따라 누출 저감 또는 방지.
• 낮은 유지관리비
SO2 저감 중에는 아황산염을 황산염으로 산화하기 위하여 재순환 탱크의 바닥으로 공기를
분사할 수 있다.
모든 적용사례에서 운전인자들은 분석되었고 적절한 프로세스가 다음의 기준에 근거한
법적의무를 충족하며 제안되었다: 유량, 오염물의 성상, 온도, 농도, 배출 규제, 설치현장 면적,
압력강하, 예산, MOC 등
특별 적용: 황산 제조에 과산화 수소를 사용한 열회수 연도가스 탈황 시설
과산화 수소를 사용한 SO2흡수는 배출 가스에서 SO2를 제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SO2와 H2O2 사이의 반응은 다음으로 간략화 할 수 있다:
SO2 + H2O2

H2SO4

이 스크러버 시스템의 주요 장점은 스크러버 시스템 내에서 생성된 H2SO4을 생산 공정에서
재사용될 수 있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폐액 폐기물을 피할 수 있다.

DYNAWAVE® REVERSE JET SCRUBBER
산업 먼지 제거 부문에서 DYNAWAVE® 역 JET 분사 SCRUBBER의 신뢰성 및 기능성이
대용량의 냉각 및 먼지 저감을 위한 해법으로 도입되었다. 동 DANAWAVE 기술은 다양한
약제(CaCO3, Ca(OH)2, Mg(OH)2, ZnS)가 가스성 오염물을 흡수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특별 적용: 석고 생산 공정에서 석회(CaCO3)를 사용한 연도가스 탈황
SO2와 석회 슬러리의 반응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SO2 + CaCO3 + 1/2H2O

CaSO3 * 1/2H2O + CO2

아황산 칼슘은 스케일을 최소화 하고 용액의 여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속 공정에서
황산칼슘으로 산화되어야 한다.
CaSO3 * 1/2H2O + 1/2O2 + 3/2H2O

CaSO4 * 2H2O

이 경우, 공기를 아황산염에서 황산염으로 산화를 완료하기 위하여 DYNAWAVE 스크러버의
통 속으로 주입한다.

VI.

미스트 입자 및 에어로졸 제거

액체와 흐르는 가스 사이의 접촉에 관련된 프로세스에서, 에어로졸로 불리는 작은 미스트
액적 및 초 미세 액체 입자는 가스와 함께 실려 나간다. 미스트 제거 또는 데미스팅은
가스에서 액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데미스터 또는 미스터
제거기는 가스 흐름을 심각히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액체 액적을 분리하기 위하여 작은
부피 내에서 큰 표면적을 제공하도록 특별히 설계된다.

BRINK® FIBER BED MIST ELIMINATORS
BRINK®는 특별한 원형직조 섬유, 컴퓨터 제어 품질관리, 특허된 양-성분 설계를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가스 유선에서 에어로졸을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하며, 이러한
재질은 액체 막을 형성하여 개별 마이크로 섬유 위에 채집된 액체 입자들을 응결하게 하며,
이 막은 bed를 통과하는 가스 흐름에 의해 이동되어 중력에 의해 bed의 하류 면에서 드레인
된다. 이 시스템은 매우 제거하기 어려우며 배출이 눈에 보이도록 유발하는 마이크로 단위
이하 size 미스트 입자 채집에 우수하다.
마이크로 이하 입자에 대한 제거 효율은 99.5% 이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KIMRETM MIST ELIMINATORS
WATERLEAU는 상표명 KIMRE B-GON 또는 KIMRE KON-TANE으로 KIMRE 데미스터의 유럽
유통사이다.

WATMESH® MIST ELIMINATORS
우리의 전매특허인 WATMESH® MIST ELIMINATOR는 금속 와이어와 함께 편조 다중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금속와이어는 각기 다른 골조 주름(bone crimp)을 갖고 있다. 이
시스템은 비표면적과 밀도가 각각인 멀티 zone으로 구성하여, 정교한 스프레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비료 시설에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되었다.
•
•

•

WATMESH® type 1996은 비표면적과 밀도가 각각인 멀티 zone으로 구성된다. 이 적층
망 방식은 향상된 배수성을 보장하며 요소 설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되었다.
WATMESH® pad type 2007은 비표면적과 밀도가 각각인 멀티 zone으로 구성된다. 이
적층 망 방식은 향상된 배수성을 보장하며 기존의 단일 zone 패드 망에 비하여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개선공사와 같은 공간적 제한이 있을 때 자주 적용된다.
이는 351u type의 높은 등가 용량이며 압력 손실이 약간 증가하고 높은 제거율을
나타낸다.
WATMESH® pad type 2014는 하부 금속 망 배수 zone과 금속 와이어와 PTFE 섬유로
구성된 상부 고효율 직조 zone으로 구성된다. 이 PTFE 섬유는 비표면적을 증가시켜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첨가 하였다.

VII. VOC 처리 및 악취 제어 기술
BIOTON® BIOFILTER
BIOTON® BIOFILTER는 WATERLEAU사의 바이오필터 자산이며, 이는 MECS-Dupont으로부터
권리를 획득하였다. 바이오필터 구역으로 인입되기 전, 원가스는 가스 온도를 냉각하고 먼지
입자 및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습윤기에 유입된다. 바이오 필터 구역에서 BIOTON®
여재와 원가스의 급격한 접촉으로 인하여, VOC와 무기화합물은 bio막에 흡수되어, 여기
막에서 생물학적인 산화가 무해한 최종 생성물(H2O, CO2와 새로운 박테리아)로 진행된다.

BELAIR® BIOFILTER와 BIOWACK® BIOFILTER MATERIAL
오염된 가스는 BIOWACK

®

재질을 통과하는데, 이 재질은 액상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미생물이

®

고착된다. BIOWACK
재질은 유기재료로 구성되는데 이 재료들은 셀루로스, 리그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자연분해가 어려우며, 여기에 생/사 세포 물질이 포함된다. 이러한 구조는
미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며 액상을 지탱하는 틀로서 작용한다.
오염물(탄소& 에너지 원) + O2

[열, 기타 생성물, 세포 증식] + CO2

장점
•
•
•
•
•
•

비교적 낮은 투자비
매우 낮은 운전비
높은 VOC와 악취 제거
환경친화기술: 약품 및 보조연료 사용없음
검증된 기술(120개 이상 실적)
적용성 높음

WATPACK
바이오필터 장점
• 비교적 낮은 투자비
• 낮은 운전비
• 높은 VOC와 악취 제거
• 검증된 기술(120개 이상 실적)
• 적용성 높음
적용
• 민간 폐수처리
• 폐기물 관리
• 발효
• 담배
• 용매 외

VIII. BIOGAS 처리
BELGAS® SCRUBBER
바이오가스의 탈황은 연소 엔진의 사용연한을 높여 준다. 동 사는 추출 및 바이오 가스
탈황을 위한 간단하고, 유연하며, 신뢰성있는 고효율 탈황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BELGAS
SCRUBBER 기술은 호기성 폐수처리에서 발생하는 활성슬러지를 세정액으로 사용한다. 이
기술은 가스에 함유된 황화수소를 500ppm이하로 저감하도록 설계한다. 동 기술은 안전하며,
효율적이면서 운전비와 유지비가 낮다.
낮은 pH 고정상 반응기 및 높은 pH 가성 스크러버에 비하여, BELGAS SCRUBBER 기술은
다양한 다음 장점이 있다:
장점
•
•
•
•
•
•
•
•

중성 pH값
황산이 축적되지 않음
스케일 미발생
슬러리 미생산
낮은 생태영향
화학약품 사용없음
낮은 유지비
낮은 설비투자비용(CAPEX) 및 운전투자비용(OPEX)

수질
ATLANTIS® submerged MBR
ATLANTIS® MBR 은 멤브레인을 자주 세척하지 않으면서 대용량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시스템에서는 바로 재사용하기 위해 적절하고 맑은 유출수를 생성한다.

AQUALITY® ultrafiltration
AQUALITY® 멤브레인 여과기술은 극세 또는 초극세 시스템으로 원수를 처리하여 좋은 수질을
생성하여 부유물질, 콜로이드, 박테리아를 함유하지 않는다.

BIOTIM® aerobic
BIOTIM® 호기 기술은 전통적이며 검증된 호기성 폐수처리 시스템이다. 동 기술은 턴키 방식으로
통합 생물학적 폐수처리 시스템이다. 여기에서 2 차 또는 생물학적 처리 단계는 한 개의 별도
활성슬러지 반응조를 포함하며 이는 정화조 또는 침전조에 연결되지 않는다.

BIOTIM® anaerobic
Waterleau 사는 혐기성 폐수처리 분야에서 최상위 3 개 업체 중의 하나로서, 완전한 범위의
개조된 혐기성 반응조 타입, 폐수처리 및 생고형물을 각기 다른 유기물 부하와 건조물질 성분에
맞추어 처리 가능하다.

BOOMERANG® water reuse
동 사는 물 재순환에 위한 최신의 멤브레인 기술을 사용한다. BOOMERANG® 물 재사용 기술로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유출수를 재순환하여 AQUALITY® membrane 여과 및 EXSEL® RO 탈염
설비로 처리하여 음용수를 생산한다.

EXSEL® reverse osmosis
상기 EXSEL® 역삼투압 기술은 바이러스, 콜로이드 물질이 전단 여과 단계에서 제거된 이후
반투과성 멤브레인을 이용하여 유입수에서 용존 염과 잠재적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LUCAS® aerobic
LUCAS® 호기성 처리기술은 초밀집 공간에 설치하며, 산업 및 지자체 폐수처리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동 기술은 전통적인 기술과 SBR (순차 배치방식 반응조) 기술을 결합하였다.

LUCAS® anaerobic
우리의 콤팩트한 혐기성 폐수처리 기술은 폐수 또는 고 유기물 부하의 바이오-유출수로부터
바이오가스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LUCAS® anaerobic-aerobic
LUCAS® 혐기-호기 결합기술은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LUCAS® 혐기성 폐수처리 단계와 잔여
COD 와 영양염류를 제거하기 위한 후속 공정인 LUCAS® 단계를 혼합한 기술이다.

LUCAS® plug & play
LUCAS® plug & play 는 혁신적이고, 튼튼하며, 모듈화를 통한 빠른 설치가 가능한 유출수 처리
시스템으로 LUCAS® technology 에 기반을 두었으며, 설치공사에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산업에 사용된다.

WATERPROOF® drinking water
WATERPROOF® 기술은 물리-화학적 처리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동 사의 컴팩트한 음용수 처리
설비이다.

WATER-ON-THE-ROCKS®
긴급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미리 설치된 비상 음용수 시설을 개발하여 빠른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컴팩트하고 이동성 시설은 어느 수원, 장소에서든지 안전한 음용수를
생산할 수 있다.

X-TRACTOR® crossflow MBR
X-TRACTOR® 횡류 MBR 은 우리의 멤브레인 바이오 반응기 기술로서 소유량의 난분해성
폐수를 위하여 고안되었다.

Krofta DAF
고-액 분리를 위해 세상에 비교할 대상이 없는 우리의 Krofta DAF 시스템은 유효성이 증명된
기존 분리기술과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하였다.

폐기물
우리의 폐기물 처리 기술에는 모든 산업용 및 민간용 가스 및 액체, 기체 폐기물을
열처리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DOT.COMPOST® sludge 안정화 기술
DOT.COMPOST 는 슬러지 안정화 기술이며, 이러한 부산물을 농업 분야에서 비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해준다.

ENERGIZE® multistage grate incinerator
ENERGIZE® 소각 기술은 민간 고형폐기물을 에너지로 생산하여 기존보다 더 깨끗하고
경제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HELIOSOLIDS® 유동상 소각기
HELIOSOLIDS® 유동상 반응기는 폐수 슬러지, 바이오 고형물, 산업용 슬러지 및 미세
고형물을 연소하는 단계에 유동상 화로를 사용한다.

HYDROGONE® 수평형 디스크 건조기
HYDROGONE® 슬러지 건조 기술은 대형 폐수처리 설비에서 가열 슬러지 건조가

필요한 경우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법을 제공한다. 건조된 슬러지는
펠렛화 되거나 녹색 에너지 생산을 위한 소각용 연료로서 사용된다.

PUTTART® 수직형 건조기-그래뉼기
PUTTART® 수직형 건조기-그래뉼 설비는 고용량으로 슬러지 건조와 그래뉼화 하므로 민간
및 산업용 슬러지에 사용될 수 있다.

TURNOVER® rotary kiln
TURNOVER® 기술은 동 사의 로타리 킬른 소각기술 재산으로서 산업용 및 유해 폐기물
소각에 사용된다. 이 로타리 킬른 방식은 완전한 혼합을 제공하여 고형물과 액체성 유해
폐기물이 연소되도록 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