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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Unit Reclaimed  Standard
water quality water qualit

COD mg/L 0.27

T-N mg/L 0.73

T-P mg/L 0.01

Electrical /cm 30
conductivity

Hardness mg/L None

Performance of Zero
Liquid Discharge System

Application Cases

Wastewater Zero Liquid Discharge System o
Donghee Auto
Yield : 528m3/d
Date of completion : Feb. 2009
Main Process : Chemical treatment + GCR
R/O + Evaporation and concentration machine 
Dryer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 Various organic and inorganic     

pollutants in the wastewater from 
production process are removed.

- A system that is stable and economical 
through the use of physicochemical 
and biological unit processes that are 
configured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wastewater

Concentrate Treatment
Process
- This process concentrates the ion 

matters removed from the reclaimed    
water treatment process.

- The concentrated ion matters are 
processed as dried cakes.

Reclaimed Water Treat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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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조건에 의한 구분

1) 상압식 증발농축장치
     : 대기압에서 증발을 하며 증발증기는 대기방지 시설(ex:흡수탑)을 통한 후 대기로 방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감압식 증발농축장치
     : 진공압(보통 100~150Torr)에서 증발되며 증발증기는 전량 응축기에서 응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증발방식에 의한 구분

1) 수평관 충격 유하식
     : 전열면이 증발 기 내부에 구성이 되며 전열면(Tube)에서 증발과 응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System으로 장치가  Compact하다.
2) 수직관 강제 순환식
     : 열교환기와 증발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증발방식이 Flash 증발방식이며 고농축이  가능하여 
        폐수처리에 가장 많이 활용된다.
3) CALANDRIA 방식
     : 열교환기가 증발기안에서 수직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교반기를 설치하여 유체를 TUBE내로 
       순환하면서 열교환하여 증발하는 방식 으로서 고농축이 가능한 공정이다.

3. 에너지 재이용 방식에 의한 구분

1) TVR 방식 (Thermal Vapor Recompression)
     : 증발기에서 증발된 증기를 Steam Ejector를 사용하여 증발증기의 약 50%를 흡입 압축하여 
       열교환기의 폐수를 가열하는 방식 으로 스팀사용량을 절감하는 방식이다.
2) MVR 방식 (Mechanical Vapor Recompressin)
     : 증발기에서 증발된 증기를 Heat Pump (Roots Type or Turbo Type)를 사용하여 전량 흡입, 
       압축하여 열교환기의 폐수를 가열하는 방식으로 사용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식이다.  
3) 다중 효용관 방식
     : 압축장치(TVR, MVR)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의 Steam을 열교환기#2의 폐수를 가열하는 
       열원으로 사용하고 증발기#2에서 증발된 증기를 열교환기#1의 폐수를 가열하는 열원으로 
       사용하고 증발기#1에서 증발된 증기는 전량 응축기에서 응축하는방식이다.    
       대용량 설비인 해수담수화 장치나 열원으로 사용되어진 steam을 깨끗한 용수로 회수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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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증발농축기(Evaporator)

농축액
(Concentrate)

농축액
(Concentrate)

탈수염
(Solid cake)

결정염 분리기(Crystalizer) 건조기 (Dryer)

건조고형물
(Solid cake)

처리수 재이용 (Reuse)

탈리여액
(Cent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