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 복합 반응형 탈취시설
(M.C.R TM)

2018.04

다단 복합반응형 탈취시설

Ⅱ.제안내용

Ⅰ. 다단 복합 반응형 탈취시설
1. 다단 복합 반응형 탈취시설의 개요
1.1 다단 복합 반응형 탈취시설의 개요
다단복합반응형 (M.C.R) 탈취시설 (특허 제10-0954087호) 은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3단계의처리과정을 가지며 1단계로
악취를 산화하여 제거하는 활성분자를 발생시키는 활성분자반응기와 2단계로
황화수소를 포함한 산성개스를 제거하기 위한 산성가스 정화부과 와 3단계로 암모니아를
포함한 염기성가스를 제거하기 위한염기성개스정화부로이루어진 건식 타입의
다단복합반응형(M.C.R)탈취시설이다.
1.2 다단 복합 반응형 탈취시설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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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단 복합 반응형 탈취시설의 특징
효율적이고 독창적인 다단 복합반응식 악취처리방법.
복합악취의 성상에 따라 각각의 단계별로 선택적으로 악취를 제거함으로서 효율적인
악취제거성능을 구현한다

쉽고, 빠르고,간편한 설치.
FAN 이 탈취탑 본체에 내장된 컴팩트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장에 설치시 쉽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며 소요부지면적이 적고 공사기간을 단축할수 있다.

건식처리방법으로 동절기 운용에 적합
악취제거방식이 건식방법을 채택함 으로서 습식제거방식에 비하여 동절기 운용이 쉬우며
펌프 등 물배관등이 없으므로 동절기 동파에 따른 가동중단의 염려가 없다.

유지관리 용이 및 저렴.
FAN 이 탈취탑 본체에 내장된 컴팩트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지관리가 쉽고 동절기 운용이
쉬우며 내장된 탈취제의 교체가 용이하여 설치후 초보자도 쉽게 운전가능하다.

복합악취의 다단계별 단효율적인 처리방법
간편한 운반 및 설치, 빠른 start-up
컴팩트한 구조로 최소한의 설치면적 구현
유지관리가 쉬운 건식처리방법
동절기운용 가능
초보자도 운전이 가능한 심플한 구조
인버터 시스템으로 가변적으로 풍량조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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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탈취탑 타입별 사진
STS 304 무광타입

염기성 개스 정화부

산성 개스 정화부

활성탄분자반응기

STS 304 POLISHING 타입

토출부

유입부

MOP(제어부)

유지관리 계단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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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품 규격

처리용량
(㎥/min)

규 격 (SIZE)

10 기준

750W x 900L x 2150H

각 톤수별 상세규격은 현장상황별 제작규격이 상이할수 있음.

1.6 송풍기 사양

풍량
(㎥/min)

규 격 (SIZE)

10 기준

220V/380V x 3P x 60Hz x 3450RPM x 88dB x 0.75KW x 200mmAQ

각 톤수별 상세규격은 현장상황별 제작규격이 상이할수 있음.

1.7 처리성능

항

목

인입농도(mg/L)

배출농도(mg/L)

배출허용기준(mg/L)

암모니아

2.5

0.1

1-2 이하

황하수조

1.5

0.001

0.01-0.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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