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탈수기·농축기·분리기

단일탑 2액 다단 세정 탈취기

Total Solution
Provider

in environmental equipment

www.ewhaeco.com

Registration Number
046



환경의 소중함에 가치를 더하며,

INTRODUCE

21세기 첨단기술을 접목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A/S를 추구하는 환경기계분야 전문기업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고객만족으로 초우량기업으로 도약한다

이화에코시스템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철저한 A/S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경영이념

핵심역량 육성·지속적인 혁신·신뢰경영

핵심가치

"표준화·단순화·품질향상"을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 기술의 초석을 마련하여

가치창출을 위한 성장모델을 집중 양성한다.

전략목표

㈜이화에코시스템은 1997년에 설립된 원심고액분리장치 및 약액 세정식 탈취기전문 생산업체로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풍부한 현장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집약시킨 제품을 환경기간산업 전 분야에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선진국인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도 다량의 수출 실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화에코시스템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설계, 시공, 시운전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고객과 함께 할 것이며 전 세계 어느 기업보다 뛰어난 제품을 생산·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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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상하수도 업무발전 유공)

양산시장 표창(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NEP)인증서 약액세정탈취기 연장

조달청 우수제품지정(감속기 내장형 원심탈수기) 획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신기술 실용화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NEP)인증서 약액세정탈취기 획득

성능인증서(원심탈수기) 획득

품질보증 시스템 ISO 14001 인증

자본금 960백만원으로 증자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등록증 획득

성능인증서(2액 동시세정 탈취탑) 획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식경제부 신기술(NEP) 원심탈수기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원심 탈수기)

본사 및 공장 이전(화성시 양감면) 

모범 기업인 표창(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상)

조달 우수제품 인증(조달청)

산업자원부 환경설비 품질 인증(외부교환 부쉬 원심탈수기)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신기술 개발 유공)

㈜이화에코시스템 법인 변경

원심분리기 특허 등록

인천, 경기 기계조합 가입

독일 BAUER사와 토목용 원심분리기 OEM 수출 계약

건설 교통부 신기술 지정 (원심 분리기)

자본금 5억원으로 증자

토목용 원심분리기 신기술 지정(대한토목학회)

토목용 원심분리기 개발완료    

대한민국 특허대전 동상수상(토목용 원심분리기)

2016

2008

2015

2013

2009

2007

2006

2005

2001

1999

1998

1997

감속기 내장형 원심분리장치 외
다수 특허보유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9001, ISO14001)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원심탈수기)

산업통상자원부 (탈취기)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 인증

Registration Number
046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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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고액분리기는 비중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물질이 혼재되어 있는 슬러지를 고액분리하는 기기입니다.

슬러지는 슬러지 유입관을 통하여 고속 회전하는 외통 보울 내부로 유입되어 강력한 원심력의 작용으로 비중

이 무거운 물질은 보울 내벽으로 이동하고, 가벼운 물질은 안쪽으로 분리됩니다.

이때 여액은 분리층을 벗어나지 않는 보울의 직경 범위 내에서 여액배출구로 배출되고 케익은 스크롤의 속도 

차이에 의하여 케익배출구로 이송하여 배출됩니다.

각종 하·폐수 중에 함유된 부유물질을 회전하는 장치의 원심력과 분리대상 물질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물과 분리 

하는 장치로 그 용도와 성능에 따라 원심탈수기, 원심분리기, 원심농축기로 구분됩니다.

원심고액분리기란?

기본구조와 원리

Screw Decanter

원심탈수기, 농축기, 분리기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인증 제 2015160호

베어링

감속기어박스여액배출댐 프레임 차속모터

주구동모터

슬러지
유입관

베어링

케이싱 보울 스크롤 토출부쉬

케익배출구 방진구여액배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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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특징

❶ 슬러지 탈수 - 탈수 고액분리
 하, 폐수 처리장 슬러지 탈수, 분뇨 및 축폐 슬러지 탈수, 음식물 폐액 고형물 탈수 등에 적용

❷	슬러지 농축 – 농축 고액분리
 고형물의 농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하,폐수처리장 슬러지 농축 등에 적용

❸ 슬러지 분리 - 용도별 고액분리

●	일반 고액분리
 습식 분급방식으로 제조공정의 탄산칼슘 슬러지, 각종 안료 슬러리 등 초 미립고형물의 분리에 적용

●	청정 고액분리
 미세 부유입자를 제거하여 청정 액체를 활용하기 위한 고액분리 목적에 적용

●	3단 고액분리
 서로 비중이 다른 3개 (예 기름, 물, 고형분)의 물질에서 3단으로 분리하는 공정에 적용

❶ 대용량 처리
 시간당 최대용량 70㎥/hr 까지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종 보유

❷ 고효율 /고성능
 직경 길이 비(L/D>4)가 커서 탈수효율이 높고 정확한 분극점 운전으로 목표에 따른 고액분리 성능 달성

❸ 작은 설치면적과 설치의 용이성
 장치가 콤팩트하여 설치면적이 작고 부품이 일체화되어 있어 설치공사가 간단하고 용이

❹ 유지관리의 편리성
 필터링 매체를 사용하지 않아 그 관리와 교체를 위한 시간, 비용 낭비가 없고 운전 중의 세척 공정이 없어 

 장치의 유지관리가 편리

❺ 신뢰성 있는 연속 무인 운전 
 유입슬러지 성상이 변하는 조건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고액분리 결과를 자동조절 기능으로 얻을 수 있어 

 연속 무인 운전이 가능

❻ 긴 수명과 유지관리비 절감 

 마모 및 부식에 대하여 최적의 구조와 대응 소재의 적용으로 장치의 긴 수명에 따른 관리비 절감

발명특허 제 10-0740608 호

발명특허 제 10-0974949 호

발명특허 제 10-0993173 호

발명특허 제 10-1209520 호

발명특허 제 10-1321078 호

발명특허 제 10-1433308 호

발명특허 제 10-0949462 호

발명특허 제 10-0974951 호

발명특허 제 10-1008516 호

발명특허 제 10-1231066 호 

발명특허 제 10-142256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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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규 개발한 수평 구조형 원심탈수기는

주구동모터와 차속모터를 수평 집약적 구조로 배치하여

소음 및 진동발생을 최소화한 신개념 원심탈수기입니다.

01/수평 구조형

Screw Decanter

원심탈수기, 농축기, 분리기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인증 제 2015160호

●	주구동모터와 차속모터의 수평 집약적 배치로 무게중심을 낮추어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며 소음및 진동 감소로 운전환경 개선

●	프레임 높이가 낮고 강도개선으로 기계의 안정성과 내구성 향상

●	구동부 인장력 분산으로 스크롤에 걸리는 토르크값 제어범위가

 넓어져 케이크 탈수 효율 향상

●	감속기 및 풀리부 좌우 배치로 축간 굽힘 하중이 최소화 되어

 기기수명 연장

수평 구조형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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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구조형 원심탈수기 VS 수평 구조형 원심탈수기

구   분 항   목
수직 구조형
원심탈수기

수평 구조형
원심탈수기

수평 구조형 원심탈수기 특징

안정성

프레임 높이 높다 낮다 저중심형 구조 반영으로 소음/진동 최소화

프레임 넓이 좁다 넓다 넓은 프레임 구조로 하중 작용점이 멀어 안정적 가동

프레임 강도
및 고유 진동수

낮다 높다
강도 및 고유진동수를 개선하여 기계의 안전성 확보
및 공진 가능성 최소화

구동 풀리
연결구조

상하 좌우 감속기 및 풀리부 좌우 배치로 축간 굽힘 하중 최소화

작업성

모터 타입 Flange 타입 Foot 타입 Foot 타입으로 변경하여 모터 처짐 방지

모터 배치 방식 수직 조립 수평 조립 구동부 유지관리 용이

설비 최고 높이 높다 낮다 구조물 및 소요공간 최소화

수직 구조형 원심탈수기 수평 구조형 원심탈수기

EWHAECO
SYSTEM

발명특허 제 10-0740608 호

발명특허 제 10-0974949 호

발명특허 제 10-0993173 호

발명특허 제 10-1209520 호

발명특허 제 10-1321078 호

발명특허 제 10-1433308 호

발명특허 제 10-0949462 호

발명특허 제 10-0974951 호

발명특허 제 10-1008516 호

발명특허 제 10-1231066 호 

발명특허 제 10-142256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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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감속기내장형

2010년 개발한 감속기 내장형 원심탈수기는 기존 원심탈수기의 진동 발생원인 외장형 감속

기를 회전체(BOWL)에 내장하여 진동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전에 고장을 예방하

고 장치의 크기도 줄인 첨단 원심 탈수기입니다.

(built-in reduction gear type decanter)

●	외팔보 구조 외장형 감속기의 구조적 진동을 개선한 감속기 내장형 원심탈수기 개발

●	원심탈수기 전용 감속기어 개발로 감속기의 경량화 및 내구성 향상

●	구조적 진동 개선에 의한 안정적 고속운전으로 탈수성능 향상

●	지지 베어링 외부 진동에 영향을 주는 하중(감속기)이 없다.

●	감속기가 보울에 내장되어 동바란스 정밀교정이 가능하여 고속회전시 진동이 최소화된다.

●	진동의 최소화는 원심탈수기 회전 증속이 가능하여 탈수기 성능이 향상된다.

●	진동 증가 요인의 근원적 해결은 장치의 수명을 대폭 연장시킨다.

●	감속기 내장으로 인하여 장치가 소형화된다.

기존 원심탈수기와의 차이점 및 특장점

Screw Decanter

원심탈수기, 농축기, 분리기

기존 원심 탈수기

베어링감속기어박스

차속모터 주구동모터

감속기 내장형 원심 탈수기

베어링

감속기어박스여액배출댐 프레임 차속모터

주구동모터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인증 제 2015160호

감속기어 내장형 원심분리장치 (특허 제 10-0974949호)

소형화된 원심분리장치 (특허 제 10-0974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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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외부교환형 다중부쉬

동일 부쉬하우징에 라이너와 부쉬만 교체하여 토출구경 변경

● 토출 부쉬는 원심탈수기 부품중 가장 마모가 심한 부분

● 토출 부쉬 편마모는 고속회전 보울의 진동을 유발, 고장 원인 제공

● 현장 부쉬 교체 불가로 과다 진동 상태에서 지속적인 운전은 더 큰 고장 및 사고 원인 제공

현장에서 슬러지 성상에 따른 케익 토출구경 변경

및 부쉬 교환으로 장비의 수명연장 및 성능향상

고형물 토출 부쉬의 중요성

대 구 경 표 준 구 경 소 구 경

보-울의	고속	회전
원심탈수기의 핵심

케익	토출	부쉬	마모

토출부쉬	이상	마모
보울의 UNBALANCE

보-울의	과다진동
고장 및 사고 원인

▶ ▶ ▶

▶ ▶

토출 부쉬 교체 (현장)

진동방지 및 고장 예방

최적 운전조건 유지

탈수기	UNBALANCE

▼

베어링 등 교체

조립 및 설치 (경비)

수명단축 및 사고 원인

과다진동에	의한	고장	및	사고

▼

보-울의	원심력
원심고액분리

발명특허 제 10-0740608 호

발명특허 제 10-0974949 호

발명특허 제 10-0993173 호

발명특허 제 10-1209520 호

발명특허 제 10-1321078 호

발명특허 제 10-1433308 호

발명특허 제 10-0949462 호

발명특허 제 10-0974951 호

발명특허 제 10-1008516 호

발명특허 제 10-1231066 호 

발명특허 제 10-142256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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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힘방지구조의 분배실을

구비한 원심탈수장치

(발명특허 제1231066호)
04/막힘방지구조의 슬러지 유입 허브

05/스크롤의 내마모 성능향상
 (텅스텐 분말 용사, 초경타일)

슬러지 유입

일반적인 슬러지에서는 스크롤의 내마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텅스텐 분말 용사를 수행하고, 특히

마모가 심한 모래 등이 다량 유입 시에는 초경 타일을 부착하여 마모를 방지하는 인터록킹 방식의 기술을 적용

●	허브의 구조상 막힘 및 와류발생이 없어 슬러지 배출이 용이하다.

●	슬러지 역류발생이 없어 피드파이프의 편심에 의한 손상이 없다.

●	피드파이프 길이가 짧아져 가동시 피드파이프 손상이 거의 없다.

텅스텐 분말 용사 초경합금 내마모, 내부식 타일 부착

Screw Decanter

원심탈수기, 농축기, 분리기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인증 제 2015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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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용  량 (㎥/hr) G-force Motor(D/B)KW 크  기 (L×W×H mm) 중  량(kg)

EWHA 250MTDI 2~5 2,000~2,500G 7.5/(1.5) 2,200×750×800 2,000

EWHA 300MTDI 5~8 2,000~2,500G 15/(2.2) 2,500×870×830 2,500

EWHA 350MTDI 8~15 2,000~2,500G 18.5/(3.7) 2,800×1,000×950 3,200

EWHA 400MTDI 15~20 2,000~2,500G 30/(7.3) 3,300×1,150×1,100 4,000

EWHA 450MTDI 20~25 2,000~2,500G 45/(11) 3,500×1,250×1,180 5,000

EWHA 500MTDI 25~30 2,000~2,500G 55/(15) 3,850×1,400×1,420 5,500

EWHA 550MTDI 30~40 2,000~2,500G 55/(15) 4,500×1,420×1,420 6,500

EWHA 620MTDI 40~50 2,000~2,500G 75/(22) 4,900×1,720×1,600 7,500

EWHA 650MTDI 45~55 2,000~2,500G 75/(22) 5,050×1,800×1,650 8,500

EWHA 720MTDI 55~70 2,000~2,500G 90/(22) 5,400×1,900×1,700 9,500

원심탈수기
•처리용량은 유입농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규  격 용  량 (㎥/hr) G-force Motor(D/B)KW 크  기 (L×W×H mm) 중  량(kg)

EWHA 250MTTI 2~5 2,000~2,500G 7.5/(1.5) 2,200×750×800 2,000

EWHA 300MTTI 5~8 2,000~2,500G 15/(2.2) 2,500×870×830 2,500

EWHA 350MTTI 8~15 2,000~2,500G 18.5/(3.7) 2,800×1,000×950 3,200

EWHA 400MTTI 15~20 2,000~2,500G 30/(7.3) 3,300×1,150×1,100 4,000

EWHA 450MTTI 20~25 2,000~2,500G 45/(11) 3,500×1,250×1,180 5,000

EWHA 500MTTI 25~30 2,000~2,500G 55/(15) 3,850×1,400×1,420 5,500

EWHA 550MTTI 30~40 2,000~2,500G 55/(15) 4,500×1,420×1,420 6,500

EWHA 620MTTI 40~50 2,000~2,500G 75/(22) 4,900×1,720×1,600 7,500

EWHA 650MTTI 45~55 2,000~2,500G 75/(22) 5,050×1,800×1,650 8,500

EWHA 720MTTI 55~70 2,000~2,500G 90/(22) 5,400×1,900×1,700 9,500

원심농축기
•처리용량은 유입농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규  격 용  량 (㎥/hr) G-force Motor(D/B)KW 크  기 (L×W×H mm) 중  량(kg)

EWHA 250MTS 5~8 1,800~2,500G 5.5/(1.5) 1,850×550×450 1,800

EWHA 300MTS 8~15 1,800~2,200G 7.5/(2.2) 2,000×600×500 2,000

EWHA 350MTS 15~20 1,800~2,200G 18.5/(3.7) 2,500×855×825 2,500

EWHA 400MTS 20~25 1,800~2,200G 30/(7.5) 2,900×1,150×1,100 3,500

EWHA 450MTS 25~30 1,800~2,200G 45/(11) 3,550×1,400×1,450 5,000

EWHA 500MTS 30~40 1,800~2,200G 45/(11) 4,600×1,700×1,450 5,500

EWHA 600MTS 40~50 1,800~2,200G 55/(15) 5,200×1,900×1,720 7,000

EWHA 720MTS 50~60 1,800~2,200G 75/(22) 5,400×2,050×1,850 8,000

원심분리기 (미세협잡물 처리기)
•처리용량은 유입되는 성상(점도, 압도, 비중)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양은 당사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활동 등으로 예고 없이 사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원에 표시되지 않는 소형과 대형 기종은 회사로 문의 바람

발명특허 제 10-0740608 호

발명특허 제 10-0974949 호

발명특허 제 10-0993173 호

발명특허 제 10-1209520 호

발명특허 제 10-1321078 호

발명특허 제 10-1433308 호

발명특허 제 10-0949462 호

발명특허 제 10-0974951 호

발명특허 제 10-1008516 호

발명특허 제 10-1231066 호 

발명특허 제 10-1422567 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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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 원심탈수장치
Thickened Sludge Decanter

Thickened
Sludge

decanTer

특징

하·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저농도의 잉여 슬러지를 별도의 농축조 없이 직접  탈수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잉여 슬러지 계통의 시설비와 장비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장치.

❶ 이원화 농축, 탈수공정의 단일 공정화로 대폭적인 

 공정개선

	 ●	이원화 농축, 탈수공정의 단일 공정화로 대폭적인 공정개선

	 ●	농축 슬러지 저류공정이 없어 토,건 구조물, 이송펌프,

  배관 등 부대설비비 절감

	 ●	단일 공정화로 기계식 농축기 설치공간 생략으로 설치공간 

  최소화

	 ●	단일 공정화로 유지관리 편의성 및 효율 개선

	 ●	슬러지 처리공정 소모전력 최소화

	 ●	혁신적인 공정 개선

❷ 에너지 비용 절감

 농축원심탈수장치 소모동력은 미미하고

 탈수기 용량도 50% 이하이므로 소모 전력 대폭 절감

구조 및 원리

●	농축기에서 저농도의 유입 슬러지에 폴리머를 첨가하여 고형분을 응집 고액 분리

 시켜 플럭화

●	플럭화 고액 분리된 슬러지는 원심탈수에  적합한 농도로 농축되고, 농축 슬러지는

 측면에 부설 된 특수 피더에 의하여 원심 탈수기로 공급

●	농축, 응집된 상태로 원심탈수기에 유입되므로 탈수기 내의 응집반응을 생략할 수 

 있어 전반적인 탈수성능이 향상되고 폴리머 사용량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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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ened
Sludge

decanTer
적용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잉여슬러지 직 탈수 ●	기존 원심탈수기의 성능 (함수율) 향상

●	음식물 처리장 폐액 탈수 ●	각종 저농도 슬러지의 직 탈수

처리용량은 유입 농도 1% 기준

60㎥/hr 이상의 용량에 대해서는 당사로 문의 바람 

본 사양은 기본 사양이며 성능 개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양

규  격 용  량 (㎥/hr) Motor(T/C)KW 크  기 (A×B×C mm) 중  량(kg)

EWHA  NTD-10 5~10 11.5 (25 / 9) 3,400 x 1,200 x 1,200 3,200

EWHA  NTD-20 10~20 16.2 (3.0 / 13.2) 3,700 x 2,000 x 1,600 4,600

EWHA  NTD-30 20~30 41.2 (3.7 / 37.5) 4,200 x 2,400 x 1,600 5,200

EWHA  NTD-40 30~40 48.9 (4.4 / 44.5) 4,800 x 2,700 x 1,700 6,500

EWHA  NTD-50 40~60 77.4 (7.4 / 70) 5,700 x 3,300 x 1,950 12,600

❸ 원심탈수기의 탈수 효율 개선
 다른 방식의 농축 슬러지와 비교하여 탈수케익 함수율이 2~5% 개선. 이유는 액중 농축 과정에서 단단하게 형성된 플럭 상태로  

 탈수기에 유입되므로 원심력에 의한 고액분리 효율이 향상되므로 탈수기 효율 상승

❹ 약품 비용 절감
 농축기에서 최적의 응집용 폴리머가 투입되므로 단독 탈수기 사용 시 보다 폴리머 소모가 약 20~50% 절감

응집 플럭 상태

응집 탱크에서 응집 플럭화되어 농축기로 
월류되는 응집된 슬러지 상태

탈수 케익

고도처리 순수 잉여 슬러지에서 75±3%의 
탈수케익 함수율 보증

탈수기 탈리액

농축기 적용으로 원심탈수기에서 고형물 
회수율 98% 이상 달성 맑은 탈리액 배출

실용신안 제20-0354977호

(논스톱 농축원심탈수기)



단일 탑 2액 다단 세정 탈취기
Multi-Stage gas Absorption Device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	인증된
차원이 다른 고효율	탈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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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악취 150 이하 달성

악취가스 정화에 탁월한 추종성

중화반응에 의한 약품비 절감

설치공간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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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NEP인증

(산업통상자원부 NEP-MOTIE-2013-012)

●	약품을 시간차를 두고 간헐적으로 반복 주입하여 

 PH값을 실제와 일치시켜 약품 절감과 과다 투입에 

 의한 부작용 해소

발명특허 제 10-1237725호

➋ PH 제어프로그램에 의한 약품 주입으로 세정 약품 절감 및 효율향상 기술

특징

●	젯트 노즐과 충돌판에 의한 버블효과 극대화로 효율 상승

●	충돌 판과 충돌에 의한 강력한 와류로 노즐 막힘 방지

●	액중 분사로 악취가스 중의 이물질 및 분진 제거 기능

➊ 수중 분사 젯트 노즐과 충돌판에 의한 강력한 와류와 버블링으로 탈취효율 증대

충돌 판

젯트 노즐

악취가스

● 1단 세정 부의 구성

 - 액 중에 악취가스를 분사하여 와류현상에 의해 세정액과 악취가스가

  반응하는 젯트 노즐 세정부

 - 다공판 상에 세정액을 분사하여 악취 2차 세정 과 거품을 제거하는

  다공판 스프레이부

●	2단 세정부는 악취가스와 2단 세정액의 접촉을 최대화한 구조의 팩배드 세정부

단일 탑을 다단으로 구성하며 2종 이상의 세정액을 별개로 순환시켜
악취가스와의 중화 및 산화반응으로 정화하는 고효율 탈취 기술 (복합악취 희석배수 150이하 보증)

기존 다단 탈취기 구성 현재 다단 탈취기 구성

2단 

세정

1단 

세정

유입부

발명특허 제 10-1203420호

발명특허 제 10-1203420 호

발명특허 제 10-1232603 호

발명특허 제 10-1237725 호

발명특허 제 10-1354444 호

발명특허 제 10-1485320 호

발명특허 제 10-1555672 호

발명특허 제 10-1587597 호

발명특허 제 10-1587598 호

발명특허 제 10-0820845 호



16

M
U

lTI-STAg
E g

AS Ab
SO

R
PTIO

N
 D

EvIC
E

➌ 1, 2단 세정액의 완벽한 격리 기술1, 2단 세정액의 완벽한 격리 기술

처마형 세정액 포집디취의 2단 세정액 낙하 차단 기능

●	처마형 2단세정액 수집 구조와 와류 방지를 위한 배플 기술

 을 적용 2단 액이 가스 통로를 거쳐 아래로 흐르는 것을 차단

충돌식 디-미스터의 1단 세정액 미스트 월류 방지 기능

●	1단 세정부의 버블링과 스프레이에 의해 발생되는 미스트상의

 세정액이 2단으로 월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충돌식 미스트 포집

 설비

●	충돌식 미스트 포집설비의 포집 효율은 20㎛ 입자 이상에서  

 95% 이상의 포집율 유지

1단 세정액 다공판 스프레이 기능

●	다공판 개구부의 Full Cone 노즐을 이용한 순환 세정액

 스프레이로 1단 2차 탈취

●	1단 젯트노즐 세정 시 발생하는 거품이 2단으로 비산하여

 2단 세정액과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정액 스프

 레이에 의한 거품제거

발명특허 제 10-1232603호

거품

순환약액

단일 탑 2액 다단 세정 탈취기
Multi-Stage gas Absorp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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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용  량 (㎥/min) 설치면적 (mm) 순환수량 (㎥/min)

MSAT050S 50 1,300 x 1,800 각단 0.2

MSAT100S 100 1,800 x 2,300 각단 0.4

MSAT200S 200 2,500 x 3,000 각단 0.8

MSAT300S 300 3,000 x 3,500 각단 1.2

MSAT400S 400 3,500 x 4,000 각단 1.6

MSAT500S 500 3,900 x 4,400 각단 2.0

MSAT600S 600 4,300 x 4,800 각단 2.4

MSAT800S 800 4,800 x 5,300 각단 3.2

MSAT1000S 1,000 5,000 x 6,000 각단 4.0

MSAT1500S 1,500 7,000 x 10,000 각단 6.0

MSAT2000S 2,000 10,000 x 15,000 각단 8.0

성능

적 용 처 유입 악취 농도 (공기 희석 배수) 탈취기 배출구 농도 (공기 희석 배수)  배출 기준 (공기 희석 배수)

하수처리장 1,000~2,000 150 이하 500 이하

위생처리장 1,500~3,000 200 이하 500 이하

축산분뇨 처리장 2,000~4,000 200 이하 500 이하

쓰레기 집하설비 1,000~1,500 150 이하 500 이하

음식물 처리장 2,000~4,000 300 이하 500 이하

하, 폐수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음식물 처리장

분뇨, 축폐 처리장

적용

산성, 알카리성, 
중성, 등 악취
성분의 다양성

복합악취	발생

복합악취 
각 성상에 

최적 약품 사용

고성능	탈취

쾌적한	

환경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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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기
gas Absorption Device

밀양가축분뇨

양산하수

안산하수

안산음식물

곤지암하수

정읍가축분뇨

부안폐수처리장

안산폐기물

한산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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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표창장
Certificate

www.ewha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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