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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의 강력한 오염방지 정책에 따라서 폐수 및 폐액 처리비용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화학 폐기물의 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야 말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ISTHYDROMAT 100VE 진공 증발농축장치는 유기물, 솔벤트, 폐수, 폐액의 농축을 위하여 고안

되었습니다.

난분해성 고농도 복합 폐액/폐수를 전처리 없이 진공 증류시켜 폐기물을 5~10%로 농축시키고 

90~95%를 증류시켜 응축배출시킴으로서 폐기물을 최대 95%까지 절감.

* 90%의 깨끗한 물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방류/무방류

* 10%의 폐수만이 농축됨

* 진공상태에서 처리되므로 저온 운전상태에서 증발농축시킴

* 환경적으로 안전한 설계

* 자동 세척기능

* 저렴한 운전비용

2. 적용사례

- 산업용 폐수처리 및 자원 재활용        - 기계관련 폐기물 처리산업

- 전기도금(Zn, Cu, Ni, Cr, Cd)  - 화학 산처리

- 제약 및 화장품 산업                     - 신문 인쇄산업

- 귀금속 (금,은) 장신구 관련산업 - 와인제조 (포도액 농축)

- 사진 및 X-Ray 필름 현상액 처리           - 엔지니어링 분야

- 식품 및 위생 관련 산업                       - 섬유 산업

- 세탁 산업                                    - 실크스크린 용액

- 폐염료                                       - 폐산 / 폐 알카리액

- 기기 냉각수, 절삭유                          - 실험실/연구소 폐수

- 병원 폐수                                    - CIP cleaning fluids

- R/O, U/F 농축액                              - 기타 각종 고농도 난분해성 폐수/폐액

- 다이케스팅 세척액, 이형제 - 고무 제조공정 (가황vulvanization 재사용)

- 유가공 (단백질 회수) - 염색, 피혁

- 총인, 총질소 폐수 - 바렐 연마 폐수

- 절삭유, 드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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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비의 특설

1) 리사이클(재사용)과 농축

KISTHYDROMAT 100VE 증발농축장치는 유기물, 폐수를 포함한 폐솔벤트의 농축을 위하여 설계

되었으며 증류되는 기체는 다시 응축되기 때문에 깨끗한 솔벤트 또는 물이 재생되어 즉시 재사용 

될수 있습니다.

2) 자동 세척에 의한 화울링(fouling) 과 스케일(Scaling) 방지

자연스런 순환, 저온 운전, 각 사이클이 끝나면 탱크내를 완전히 비우기 때문에 청결한 운전상태

가 유지된다.

3) 진공에 의한 저온 운전

KISTHYDROMAT 100VE의 증발/증류 는 진공에 의한 저온(35℃ : 히트펌프 모델)에서 운전되며 

열에 의한 화학적 분해/변질 물질의 발생 등의 리스크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

4) 완전자동

KISTHYDROMAT 100VE는 PLC에 의해 자동으로 운전되며 자동화 설비입니다. 콘트롤은 PC등에 

의한 데이터의 수정 등이 가능하다.

5) 거품 제어

KISTHYDROMAT 100VE는 자동 거품 제어장치가 부착되어있다. 감시센서가 어떤 종류의 거품의 

발생도 감지하여 소포제를 분사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진공이 줄어들게 되어 거품을 즉시 진압

하게 된다.

6) 환경 친화적 설비, 배기물이 발생되지 않는다.

KISTHYDROMAT 100VE는 진공/저온 상태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증기, 냄새, 배기가스 등의 대기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에 리스크가 없으며 2차 환경오염의 발생도 없다.

7) 폐열회수

KISTHYDROMAT 100VE는 열순환펌프에 의하여 증발장치와 2차 냉각장치와의 열순환을 하여주

며, 냉각장치의 증기의 응축 공정에서 발생된 폐열은 증발기의 열원으로 이용되고, 증발 냉각에서 

발생된 냉각원은 응축공정의 냉각원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열발생펌프는 일반 증발농축장치의 

1/4의 에너지만 이 소요될 뿐이다.

8) 스텐레스 재질

저온에서의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학 반응성이 강한 물질에 대비하여, 액체 및 증기가 닿

는 곳은 모두 스텐레스 316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9) OPTIONAL ACCESSORIES

Special alloys, pH-control unit, Distillate purity control, Cooling, Explosion proof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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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폐수처리 공정과 비교하였을 때의 장점

1) 다른 처리공정과 병행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 용해되어 있거나, 에멀젼 형태 그리고 부유 고형물 형태의 오염물질의 분리

- 무기물, 유기물 또는 생물학적 에멀젼 형태의 오염물질의 분리

  

2) 오염물질의 분리를 위한 약품의 투입이 불필요하다.

- 위험한 약품의 취급이 불필요하며, 그에 따른 약품비용과 추가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없다.

3) 폐기물의 농축 효율이 매우 높다

- 함수율이 매우 낮으며 쉽게 소각처리가 가능하다.

4) 적은 에너지 소비만을 필요로 한다

- 증발과 응축의 동시 공정에 의한 에너지 효율증대로 에너지 소요는  60~100 Wh/l 로 처리비

용은 1㎥당 약 6,000~10,000원 정도입니다.

5) 무기염과 중금속의 영향으로 인한 제약이 적다

-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무기염은 증발하지 않는다. 

- 동, 니켈, 아연 등의 중금속 역시 증발 잔여물로 남게 된다.

6) 증류액의 살균이 가능하다

- 120~140℃의 고온 살균

7) 증류액은 재사용수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 폐수에 녹아 있는 무기염, 중금속 등이 증류액에 농축되지 않는다.

8) 혁신적으로 컴팩트한 디자인

- 매우 작은 설치 공간으로 폐수의 발생 개소에 직접 설치가 가능하다.

9) 지속적이고 안정적이 증류액의 수질

- 폐수의 농축 및 농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전적인 처리가 이뤄진다.

10) 취급이 용이하다

- 기계적 구조에 의한 방식으로 자동제어반에 의해 조작되어지며 유기보수가 용이하다.

- 멤브레인 및 약품과 같은 소모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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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리공정 개요

간단한 처리 공정

처리되거나 재생되는 액체는 (1)원수 입수관을 통하여 본 증발농축 시스템으로 유입되며 

(2)내부의 열교환기를 통과하게된다. 공급액체는 열교환원리에 의해 증류되어지고 있는 

액체의 잉여열을 흡수하여 증발점 근처까지 온도가 올라간다. 진공에 의해 

증발농축시스템 안으로 유입되면서 (3) 액체는 가열된다. 특히 응축기에서 더욱 더 

가열된다(6). 이 과정을 통하여 액체는 기체로 변화되며 증발한다. 오염물질과 높은 

비등점액체는 잔류물로서 남고 주어진 농축이 달성되면 드레인 밸브를 통하여 자동으로 

방출된다. 이때 얻어진 증기는 진공펌프로 빨려들어가서(5) 압축되어 콘덴서로 

이송되어진다(6). 여기서 증기가 응축되어지며 응축열이 방출되어 주변액체로 열에너지를 

전달하게된다. 응축액은열교환기로 들어가고(2), 그 안에서 열에너지를 교환하고 

액상으로 변화되어 증류액 형태의 순수한물 또는 공급원료로 시스템 밖으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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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축된 공정수, 오염된 폐수 인입배관

레벨제어에 의해 원수는 항시 자동으로 증발농축장치에 공급되어지며, 증발농축장치 내부 및 열교환기는 

항시 물이 들어 있는 상태이다.

2) 열교환기

원수를 예열하며 증류처리되어 배출되는 처리수의 잠열을 회수한다.

3) 증발장치

오염된 원수를 증발농축 시키는 반응조. 본 반응조는 교환되는 부품이나 소모품이 없어 유지보수가 간단한 

구조이다.

4) 엑티브파워크린 (Active Power Clean)

운전중에는 기계적으로 자동세척(Self-Cleaning)이 되는 구조로 빠른 유속, 최대의 열교환 효율, 최저 

유지보수의 역할을 합니다.

5) 분리기

특허기술인 고용량 분리기는 거품의 문제를 해결하며 확실한 기액 분리가 가능하여 고효율의 증류가 

가능합니다.

6) 진공펌프

600mbar로의 진공상태를 만들어주며 비접촉식 스테인레스 로터에 의해 120℃까지 온도를 상승시켜 

증류시킬 수 있다. 이로써 최소한 에너지 소비와 온도 조절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7) 빠른 시동

휴운전 상태의 차가운 온도의 시스템을 빠른 시간에 운전온도까지 상승시켜 시스템의 작동이 가능하게 하여 

전열장치에 의한 가열이 없고, 마모되는 부품이 없으며, 빠른 시동을 가능하게 한다.

8) 세척시스템

증류 공정에 노출된 모든 부위의 완전자동세척 시스템으로 자동 유지보수 기능

9) 증류액 배출

재이용이 바로 가능하며 추가로 펌프의 설치가 필요 없이 2~3m(배출양정) 배출이 가능하다.

10) 농축액 배출

폐수의 농도에 따라 총 폐수량의 1~10%만의 농축액으로 농축되어, 특허기술의 배출 구조에 의해 펌프 없이 

2~3m(배출양정) 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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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삭유 폐수의 진공증발농축 처리

KISTHYDROMAT 100VE를 이용한 절삭유 폐수 처리

적용사례 : 사용이 끝난 폐절삭유 처리

폐수성분 : 광물성 오일, 합성 오일, 슬러리, 유화제, 안정화제, 소포제 등

내    역 :

기기가공에 사용되는 절삭유는 오염 농도 및 일정 사용기한이 넘으면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절

삭유 수용액은 90~97%의 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진공증발농축은 이와 같은 폐절삭유의 처리에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류된 처리수는 새로이 절삭유 용액을 만드실 때 용수로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고도로 농축된 오일 함량이 높은 잔여물은 지정된 방법으로 소각, 위탁처리 등의 기

존 처리 방법에 따르시면 됩니다.

처리공정 또는 처리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일스키머, 부유오일 제거필터 등을 전처리로 

사용할수 있으며 활성탄흡착 및 멤브레인에 의한 후처리 공정이 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본 시스템의 적용은 용수 재활용에 의한 원수 사용량의 감소와 배출량 감소에 의한 혁신적인 배

출수 처리비용 절감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막분리법과 비교하였을 때, 멤브레인의 포아사이즈에 따른 화울링 등의 눈메움 현상에 의한 세척 

등의 번거로움이 없고, 이에 따른 멤브레인 교체 비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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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유의 고농축이 가능하여 폐기물량이 막분리공법 대비 1/2이하로 줄어든어 위탁처리비용이 줄

어든다. 

각 용액의 성상 및 특성에 따라 막제품을 달리해 주어야 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절삭용액을 한번

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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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이케스팅 이형제 폐수의 진공증발농축 처리

KISTHYDROMAT 100VE를 이용한 주물, 주조, 다이케스팅 이형제 폐수 처리

적용사례 : 알미늄, 아연 다이케스팅 후 잔여 이형제 에멀젼 폐수 처리

폐수성분 : 광물성 오일, 합성 오일, 왁스, Siloxanes, 실리콘, 유화제(emulsifiers),

          안정화제(stabilizers) 등

내    역 :

다이케스팅은 매우 경제적인 비철 금속의 성형 방법이다. 다이케스팅 주조 공정 후의 금형과의 용

이한 탈리를 위해 이형제를 사용하며 금형에서 제품을 탈리 시킨후 이형제의 세척이 필요하다. 사

용 시간 및 오염도에 따라 세척수는 바꿔 주어야하며, 발생되는 폐수는 95~98%이상이 물로 이뤄

져있다. 진공증발농축 장치는 이러한 다이케스팅 공정의 폐수 처리에 매우 경제적이며 효과적이

다. 증발 응축수는 에멀젼의 조제나 세척공정에 100% 재사용 가능하다. 농축 폐기물은 오일 농도

에 따라 소각 및 기존 처리 방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하다.

장비의 도입 검토를 위해선 에멀젼의 오염농도 및 사전 테스팅이 필요하며 오일 스키머, 밸트 필

터 등의 전처리의 도입이 처리 공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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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 응축 재이용수는 수질 요구 사양에 따라 오일 농도 추가 감축을 위한 멤브레인 막분리 및 

활성탄 처리 등의 후처리가 요구되어질 수 있다.

실지 적용 결과 본 증공증발 농축 시스템의 도입은 폐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켰으며, 용수 재사용에 의한 공업용수 사용량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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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처리 산세정 탈지 공정 [Acid pickling degreasing] 무방류 시스템 

산처리 산세정 탈지공정의 세척수를 KISTHYDROMAT 진공증발농축 설비로 처리

적용 : 알미늄 전처리 공정의 탈지 및 산세

성분 : 인산, 부산물, 나트륨 염화물 

Phosphoric acid, inhibitors, auxiliary substances, Na-Isooctyl sulphate, 

Na-Amyl sulphate

내용 :

분체도장 또는 표면처리의 전처리로서의 산세정 공정의 세척수는 매우 중요하다. 산처리 후의 

세정 공정의 세정수는 제품 표면의 오염물, 염화물, 기름성분, 표면처리제가 완벽히 제거되어진 

매우 높은 수질이 요구되어진다.

KISTHYDROMAT 진공증발농축장치의 처리공정에 의해 재생산 되어지는 세정수는 염화물, 기름, 

표면처리제 등이 완벽하게 제거되어진 신뢰성 높은 세정수를 얻을 수 있다.

KISTHYDROMAT 진공증발농축장치를 통하여 얻어진 증류 응축 처리수는 미생물, 염분 및 

염화물이 완벽하게 제거되어진 최상의 세정수 수질입니다.

증류 처리수는 최후단의 순수 세정 공정에 공급되어져서 1차 세정공정으로까지 공급되어지며 

이러한 공정을 통하여 완전 무방류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증발량에 따른 부족한 물량을 보충하여 주기위하여 역삼투압 시스템(R/O)에 의하여 생산되어진 

순수가 최후단 세정 공정에 보충되어진다.

불산 등의 불화물이 포함되어있는 산세정의 경우 중화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진다.

반응조의 부식 등을 감안하여야 할 정도로 다량의 금속과 부식성 산화물의 농축이 우려되는 

경우는 낮은 농축 율의 운전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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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적용사례의 지속적 관찰에 의해 우리는 100% 재이용 설비와 무방류 공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최상의 세정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일 및 표면처리제에 따른 증류공정의 문제점이 고려되어질 경우 KISTHYDROMAT 진공증발농축 

장치는 활성탄 여재에 의한 필터링 및 여과장치의 전후처리 장치설치가 고려되어질 수 있다.

세정수 공정에서 오염물질의 농축은 1% 미만이다. 이는 오염물질은 거의 100% 제거됨을 

의미한다.

KISTHYDROMAT 진공증발농축장치는 산처리 및 산세정 공정의 세정수 처리 및 재사용을 위한 

가장 경제적인 최적의 시스템임을 의미합니다.

산세, 탈지공정의 인산 혹은 황산 등의 사용되어지는 산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진공증발농축장치의 재질 선정이 검토되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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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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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insing water
Rinsing water processing according to the VACUDEST® - process
VACUDEST 시스템에 의한 주석 도금 세척 폐수 처리
Application: Rinsing water following an electrolyte tin plating (acid electrolyte)
적용 : 함석(주석) 전해도금공정(산 전해도금액)의 세척 폐수 처리
Ingredients: Tin sulfate, alkylsulfon acid, polishing agent
성분 : 주석(Sn) 염, 알킬 솔폰산, 표면처리제(광택제)
Description: The rinsing water quality following tin plating is of especially great importance 
for
further process steps like a good solderability.
내용 : 함석도금의 세척수의 수질은 남땜 등과 같은 다음공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There must be a low conductivity to be able to ensure a clean surface of the work piece.
완벽히 깨끗한 피도체의 표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낮은 전도도의 세척수가 요구되어진다. 
A continual processing of the rinsing water through the VACUDEST® process makes rinsing 
water of the desired high quality available.
VACUDEST시스템에 의해 지속적 폐수의 증류 처리에 의해 재생산되어지는 세척수는 상기의 요구 
사항과 같은 고품질의 세정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A processing of the electrolyte itself is not economically sensible because of the salt 
concentration.
도금공정에서의 전해액 자체는 염화물의 농축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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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experience: Practical experience in continuous operation shows that a 100 % recycling and circulation process of the rinsing water leads to optimal cleaning results. Through the high quality of the distillate we receive also optimal rinsing ® 
results. With VACUDESTWPV the reduction in fresh water costs simultaneously significantly 
reduces the processing costs of rinsing water.
검토 : 연속적인 공정의 적용과 검토 및 고찰에 의해 재처리되어 100% 재이용된 세척수는 
완벽한 세척 공정의 적용이 가능함이 검증되어졌습니다. 고품질의 증류공정에 의해 생산되어진 
증류수는 이상적인 세척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VACUDEST WPV공정의 적용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수의 생산과 공급에 의한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세척수의 공급과 방류에 의한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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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질 처리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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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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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HYDROMAT VE 사양서

증발농축장치
증류 성능 소요전력량 

kW
소음량 
dB(A)

무게     
kg

외형 
W x L x H

l/h m3/day m3/year

VACUDEST 20 20 0.4 100 2.5 74 250 1190x570x1175

VACUDEST 30 30 0.6 150 2.7 74 290 1190x570x1175

VACUDEST 40 40 0.8 200 3.4 74 390 1230x675x1335

VACUDEST 60 60 1.2 300 4.5 74 420 1230x675x1335

VACUDEST 90 90 1.8 450 6 76 900 1350x920x1855

VACUDEST 120 120 2.4 600 7.5 77 950 1350x920x1855

VACUDEST 160 160 3.2 800 9 79 1800 1550x1220x2300

VACUDEST 200 200 4 1000 10.5 79 1900 1550x1220x2300

VACUDEST 250 250 5 1250 16 79 2700 2500x1100x2800

VACUDEST 300 300 6 1500 18 79 3100 2500x1100x2800

VACUDEST 400 400 8 2000 22 79 3600 2500x1100x2800

VACUDEST 600 600 12 3000 36 81 4500 2995x1360x3040

VACUDEST 800 800 16 4000 48 81 4900 2995x1360x3040

VACUDEST 1000 1000 20 5000 55 81 5500 2995x1360x3040

VACUDEST 1200 1200 24 6000 62 81 6300 System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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