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LVENT RECOVERY SYSTEMS

 솔벤트 증류 재생장치
  폐신나 아세톤 유기용제 TCE MC IPA 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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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nt Distillers DIstatic serie
솔벤트 증류장치 DIstatic 시리즈

DIstatic 시리즈 장치는 기름제거 및 세척에 사용된 폐솔벤트의 재생을 위한 장치로서 7 - 12 - 25 
- 60 - 120 - 180 litres의 사양이 있습니다.
단순화된 증류공정을 통하여 폐솔벤트 내의 레진, 폴리머, 염료, 페인트, 기름과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순수한 솔벤트를 재생하여 줍니다.
솔벤트의 가열은 용기를 감싸고 있는 열매체유를 전기 가열에 의해 이루어진다. 증류되어진 기체는 
공냉식 또는 수냉식의 응축기로 이송되어 응축되어진다. 응축되어진 솔벤트는 재이용탱크로 모여지
게 된다. 분리된 잔류 오염물질들은 "Rec-Bag" 에 모이게 되며 액상의 경우 장치를 기울여서 배출
한다.  증류분리에 의해 정제된 솔벤트는 그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사용되어질 수 있다.
DIstatic 타입의 설비는 진공 장치를 연결하여 끓는점의 문제와 가연성, 폭발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끓는점이 높거나 가연성의 솔벤트의 증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공 장치는 압축공기(콤푸레셔)에 의한 진공펌프 또는 전동 진공펌프에 의한 방식으로 적용 할 수 
있다.

  
Impianto da 12 litri Impianto da 25 litri Impianto da 60-120 litri

 

  

  

 

  

  

Model
Loading 
capacity 
(litres)

Processing time (hours) Protection
Flammable 

solvents 

Not 
flammable 
solvents 

Dimensions (cm) Weight (kg) 

S15 A 15 3.30 - 4.30 AD-T IP44 * • 55 x 65 x h165 54

S30 A 30 3.30 - 4.30 AD-T IP44 * • 65 x 100 x h150 110

S60 A 60 3.30 - 4.30 AD-T IP44 * • 90 x 122 x h161 262

S120 A 120 3.30 - 4.30 AD-T IP44 * • 105 x 152 x h195 464

D15 A 15 3.30 - 4.30 EEx od llB • • 655 x 65 x h165 67

D30 A 30 3.30 - 4.30 EEx od llB • • 65 x 100 x h150 142

D60 A 60 3.30 - 4.30 EEx od llB • • 90 x 122 x h161 306

D120 A 120 3.30 - 4.30 EEx od llB • • 105 x 152 x h195 522

D180 A 180 3.30 - 4.30 EEx od llB • • 180 x 180 x h220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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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nt Distillers DYnamic serie
 솔벤트 증류장치 DYnamic 시리즈

DYstatic 30 - 60 - 120 liter 의 증류장치는 그리스제
거 및 세척용 솔벤트의 재생을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간단한 증류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솔벤트를 레진, 폴리
머, 안료, 페인트, 오일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우수하게 
분리하여 낸다.
증류되어질 솔벤트는 전기 가열장치에 의한 열매체 오
일의 간접가열방식으로 감싸여져서 가열되어진다.
증류 되어진 솔벤트는 공랭식 혹은 수냉식에 의한 콘
덴싱 응축기를 통과하면서 냉각되어진다.
응축되어진 솔벤트는 재생 솔벤트 탱크에 모여져서 재
사용하게 된다.
메탈 블레이드가 장착된 회전식 스크레퍼는 연속적인 
솔벤트 재생에 의해 발생되는 가열반응용기 바닥 및 
표면의 오염물질 부착에 의한 오염을 막아준다.
자동 제어방식에 의한 건조 공정은 솔벤트 회수율을 
최대로 하여줄 뿐만아니라 분리 배출되어지는 오염물
질을 최대한 농축하여 고체 혹은 파우더 상태로 만들
어준다.
DYstatic 시리즈는 진공장치를 연결할 수 있으며, 진공
장치를 결합하여 사용할 시에는 끓는점이 고온인 솔벤
트와 끓는점이 인화점에 가까운 가연성 솔벤트의 처리
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진다.
진공모듈은 압축공기(콤퓨레셔)에 의한 방식과 전기 구
동식 진공펌프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Scarico dei residui del processo di distillazione 

con impianti della serie Dynmic

Model
Loading capacity 

(litres)
Processing 

time (hours) 
Dryness cycle 

time (adjustable) Protection 
Flammable 

solvents 
Not flammable 

solvents Dimensions (cm) Weight (kg) 

모델 흡입 용량
(ℓ)

처리시간
(h)

건조공정횟수
(조절가능) 안전등급인증 가연성솔벤트

의 적용
비가연성솔벤

트의 적용 크기(㎝) 무게(㎏)
SQ60 A 60 3.30 - 4.30 da 0 a 5 ore AD-T IP44 * • 90x122xh161 313

SQ120 A 120 3.30 - 4.30 da 0 a 5 ore AD-T IP44 * • 105x152xh195 580

DQ30 A 30 3.30 - 4.30 da 0 a 5 ore EEx od llB • • 65x100xh150 190

DQ60 A 60 3.30 - 4.30 da 0 a 5 ore EEx od llB • • 90x122xh161 470

DQ120 A 120 3.30 - 4.30 da 0 a 5 ore EEx od llB • • 105x150xh195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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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nt Distillers Industrial serie
솔벤트 증류장치 Industrial(산업용) 시리즈

산업용 모델은 (각 벳치당 처리용량 150, 250, 400, 600, 1000 리터) 옵션에 따라 조절가능한 금속 블레이드

의 회전 스크레퍼가 장착되어 최대한의 솔벤트를 추출하면서도 계속적인 연속공정이 가능하며 오염물질의 농

축에 따른 가열반응용기 바닥 및 표면의 오염물질 부착에 의한 오염을 막아준다.

원형 가열 반응조는 8 mm 두께의 AISI 304의 스텐레스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을 보장한다.

최대의 솔벤트 재생량을 얻기위한 최상의 기하학적 구조로 설계되어진 반응조는 오염물질과 솔벤트의 완벽한 

분리 재생을 가능하게 하며 잔여물을 최소로 발생하게 한다.

최적의 직경과 깊이는 증류 재생 반응을 위한 면적을 넓게 하며 최상의 설비 조건을 만족시켜준다. 또한 반응

조의 세정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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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 다양한 솔벤트 재생 공정이 가능합니다. 6가지의 다양한 처리 공정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변수와 세밀한 가열방식 및 잠열에 대한 고려, 기화 시점의 환경, 

다양한 온도에서의 증류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증류 처리 방식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처리 공정이 적용되어질 수 있다.

- 액체와 액체 사이의 분리, 액체와 고체 사이의 분리, 분리된 오염물질의 농축 및 건조,

  최대한의 솔벤트 증류. 거품발생 등의 변칙적 문제의 발생에 따른 용량 및 반응시간 등의

  처리 공정의 능동적 변경 

- 증류공정 중의 발열장치와 증류 솔벤트간의 정비례적이며 견고한(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또한 신나를 비롯한 용제로부터 다양한 증류점을 가진 용제에 대응할 수 있다.

- 솔벤트를 비롯한 비점과 관련된 오염물질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

- 모든 KESTENERGYTEC 솔벤트 재생 설비는 진공 장치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진공장치의 사용으로

  끓는점이 자연 발화점과 가까운 인화성 솔벤트의 재생공정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진공장치의 사용은

  증류 재새에 의한 솔벤트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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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Q 200 WxCu 모델 Explosion proof version   For recycling of Flammable and Not Flammable solvents  

Loading capacity 200 litres

Processing time hours 5,00 - 6,30

Working temperature 50 ÷ 180 °C

Operating atmospheric pressure

Voltage 400V - 60 Hz Three phases + earth

Connected power 13000 W

Electrical protection II2G IIA T3 to T2

Vapour Condenser Copper - Cooled by water

Cooled by water

Cover gasket universal

Dimensions 2880 x 1220 x 3000 mm

Weight 970 kg

2. DVQ 230 A 모델 Explosion proof version   For recycling of Flammable and Not Flammable solvents    

Loading capacity 230 litres

Processing time hours 5,00 - 6,30

Working temperature 50 ÷ 180 °C

Operating atmospheric pressure + vacuum

Voltage 400V - 60 Hz Three phases + earth

Connected power 13000 W

Electrical protection II2G IIA T3 to T2

Vapour Condenser Copper - Cooled by air (or, in alternative, by water)

Cooled by air (or, in alternative, by water)

Cover gasket universal

Dimensions 2880 x 1220 x 3000 mm

Weight 970 kg

Vacuum Generator Pneumatic vacuum generator wiith distilled product,

230 liter storage tank.

Normal Vacuum degree 560-580 mmHg

3. DiQ 1200 WxPC 모델 Explosion proof version   For recycling of Flammable and Not Flammable solvents  

Loading capacity 550 litres

Processing time hours 5,00 - 6,30

Working temperature 50 ÷ 180 °C

Operating atmospheric pressure + vacuum

Voltage 400V - 60 Hz Three phases + earth

Connected power 28000 W

Electrical protection II2G IIA T3 to T2

Vapour Condenser Copper - Cooled by water

Cooled by water

Cover gasket universal

Dimensions 1450 x 3500 x 3100 mm

Vacuum Generator Pneumatic vacuum generator wiith distilled product,

550 liter storage tank.

Normal Vacuum degree 560-580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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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ing blades 
rotor with clutch

Scraping blades, 
adjustable and 
removable
Shaft gaskets fluxed 
by compressed air 
Start and stop : 
manual or automatic 
Motor power: 370 W

Self-cleaning bo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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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솔벤트 저장탱크에 모여진 폐솔벤트는 진공에 의해 재생장치의 증류탱크로 유입된다. 

증류장치에 유입된 폐솔벤트는 열매체유의 간접가열방식에 의해 가열되어지고 증류된다.

증류되어진 솔벤트는 냉각장치에 의해 냉각되어져서 정제된 깨끗한 솔벤트로 응축되어지며 펌프에 의해 정제 솔벤트 저장탱
크로 이송되어진다.

가열증류공정에서 오염물질(염료, 페인트, 레진, 찌꺼기, 기름, 오일)은 잔류되어 농축되어지며 2차 증류의 공정을 통해 최대한
의 솔벤트가 증류 회수되어지는 공정을 거친다.

최종 농축 되어진 오염물질은 회전식 스크래퍼에 의해 분리되어지며 일정량 이상의 오염물질이 농축되어지며 반응조의 탈착 
회전장치와 스크래핑장치의 의해 배출되어진다.

폐솔벤트 수집

폐솔벤트 저장탱크

열매체유가열 증류장치 찌꺼기

증류 솔벤트 찌꺼기 배출

냉각수, 칠러 냉각 응축

정제솔벤트 저장탱크

정제솔벤트 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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