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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 이송 시스템 (High Pressure Pneumatic System)

⇨⃞ 고압 압송식 시스템
여러가지 분립체를 대량, 소량으로 장거리 이송이 가능함.

원료 투입→원료이송→원료계량→밸브닫음→에어 충진→밸브열음→원료이송→원료저장→원료배출→원료 혼
합→원료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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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eumatic System
Compressor에서 발생한 공기를 Air Receiver Tank에 보관 저장된 압축된 공기를 하부에 설치된 Air Nozzle 및 Booster에서 압
축된 공기를 분사하여 원료와 Air가 유동성이 되어 수송(이송)되는 장치이다.
이 설비는 통상, 공기를 사용하는 압축가스의 공급원, 공급장치, 이송 관로, 매개가스와 이송된 분체를 분리하는 장치 등이 요구 된
다.  장치의 적절한 선택과 배정은 분체를 수백 미터 이상 이송 할 수 있게 한다. 

⇨⃞ 특징 (Features)
여러 공급장치에서 한 개의 공용 관로에 공급할 수 있고 한 개의  공급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집조에 배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공장
의 배치와 운전 양쪽에 융통성을 갖는다.
유동율은 쉽게 제어될 수 있고 입출력의 점검을 위해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본 설비는 완전한 자동운전이 가능하다.
뉴메틱 시스템으로 취급할 수 있는 분체는 여러 종류이며, 화학, 제약, 페인트, 광산, 금속제련 등에서 사용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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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압 공기수송 시스템

Pneumatic System(분체저압이송)

2. 저압 이송 시스템 (Low Pressure Pneuma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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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ower
2. Sifter
3. Cyclone
4. Bin Vent Filter/ Dust Collector
5. Level Sensor
6. Ultra Sonic Level Sensor
7. Screw Conveyor
8. Bag Dumping Station
9. Dense Phase Conveyor

10. Bin Activator
11. Discharger
12. Bulk Bug Feeder
13. Load Cell Weighter
14. Mixer
15. Loading Sprout 

저압이송 주요구성품

⇨⃞ 저압이송 System
저압 압송식 공기수송장치 : Ring Blower 또는 Roots Blower를 이용하여 저압의 압축공기로 고속 수송하여 다수의 Silo 및 원료
저장 Tank로 수송하는데 적합한 장치이다. 
저압 흡입식 공기수송장치 : Ring Blower 또는 Roots Blower를 이용하여 다수의 원료를 저압으로 흡입하여 Silo에 저장하고 저
장 되어진 여러개의 원료를 계량기 및 Mixer로 수송 하는데 적합한 장치이다.

⇨⃞ 특징 (Features)
단시간에 많은 양을 공급.
저속이동 속도로(8~15ｍ/min)인해 분체 입자의 파손이나 형상의 변화가 적고 이송Tube관의 마모 또한 아주 적다.
압송식, 흡입식으로 나뉘며 주변환경 및 원료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NOTE
수송풍속, 혼합비와 관경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론적으로 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실험식을 참고한다. 단, 수송중의 압손은 혼합
비 거리에 비례하므로 거리가 길 때에는 혼합비를 적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풍속, 혼합비율 가정하여 압손을 계산하고 ROOTS BLOWER를 사용하는 경우는 6000mmAq 이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내에 들지 않으면 풍속, 혼합비를 바꾸어 다시 계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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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랜트 시스템 (Pla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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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장 2.이송

3.분쇄/파쇄

4.선별5.혼합

6.기타공정 Pla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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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저장 
Hopper
분체의 저장 및 공급장치. 일반적으로 각추형 또는 원뿔형의 용기로 하부에 배출구가 있다. 호퍼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일로 등 저장조의 배출부로 많이 사용된다.

특징 (Features)
Hopper 구성 시 Structure를 Layout 특성에 맞게 적용 하여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며, 원료의 특성에 따라 재질이 선정된다. 
각 part별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만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상기제품은주문자의요구사항에따라크기및규격이변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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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o
분체를 흩어진 상태로 저장하는 용기. 직립 원통상의 저장조가 대표적이지만 각형도 있다. 또한 단독적인 것과 여러 개 내지 수십
개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다. 
각종 분체의 대량 저장에 사용되고 있다.

특징 (Features)
대형 Silo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제작 설치하도록 설계하며, 중소형 Silo의 경우는 공장에서 각 part별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설
치만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상기 제품은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크기 및 규격이 변경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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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이송   
Belt Conveyor
컨베이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스틸 또는 알미늄 프로파일에 아이들롤러 또는 슬라이드판을 조립하고 양끝에서 드럼을 구동하
는 컨베이어로 용도에 따라 벨트 재질을 달리하며  벨트 재질에 따라 컨베이어 명칭이 달라진다. 

특징 (Features)
주로 Steel frame, Al profile frame을 사용 용도에 따라 벨트 종류가 변경된다.
(PVC, 우레탄, 고무, 테프론 등)

✽ 상기 제품은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크기 및 규격이 변경 가능하다 .

사양
specification

단위이송
Transmission capacity(m/h)

지름
Diameter(㎜)

모터사양
motor power(kw)

WM-BC500 25-143 400 1.5-3
WM-BC650 40-243 500 1.5-4.5
WM-BC800 75-500 600 2.2-7.5
WM-BC1000 140-700 800 4.0-11
WM-BC1200 200-980 1000 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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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et Elevator
버킷 엘리베이터 컨베어벨트는 탄광, 화학, 비료, 사료 등의 가벼운 분말 또는 가는 입자의 운반물을 수직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공간활용도가 크다. 

특징 (Features)
공간 활용도가 높다. 운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제품 Model 인상력
Lifting Power(㎥/H)

이송속도
speed Lumpiness 용량 , 용적 volume 버켓 거리

Buckets Pitch
Zh Sh (m/s) (㎜) Zh Sh (㎜)

WM-BE210 20 33 1.4 < 30 2.5 5 500
WM-BE315 35 60 1.4 < 35 3.75 6 512
WM-BE400 58 94 1.4 < 40 5.9 9.5 512
WM-BE500 75 118 1.5 < 50 9.3 15 688
WM-BE630 114 185 1.5 < 60 14.6 23.6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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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w Conveyor
나사 컨베이어라고 도 하며 원통 또는 반원의 단면으로된 긴 통 모양 컨베이어 속에 나사를 넣고, 이 나사를 회전 시켜
물체를 나사산 사이를 따라 이동 시키도록 되어있다. 나사(스크류)의 길이, 피치, 등에 따라 컨베이어의 명칭이 달라진
다. 

특징 (Features)
구조가 간단하여 정비 및 청소가 간편하다 
정량배출형, 집진기 하부용 등 다양하게 적용 할 수 있다.
현장의 여건에 따라 제작이 가능하다.

제품
Model

이송거리
Transmission length

이송능력
Capacity (T/h)

모터사양
Motor power(kw)  

중량
Weight

석탄
(Coal)

시멘트
(cement)

원자재
(Raw) (Kw) (T)

WM-SC200 3-70M 8.5T 7.9T 7.3T 2.2 0.7
WM-SC250 3-70M 16.5 15.6 13.8 3 0.95
WM-SC300 3-70M 20 21 18.7 3 1.4
WM-SC400 3-70M 54 51 45 5.5 2.1
WM-SC500 3-70M 79 84 74 7.5 3.2

WOOMINWOOMIN

WOOMINWOOMIN



12 Your Best Partner

P
L
A

N
T

 S
Y

S
T

E
M

Vibrating Feeder
진동을 이용 공급물을 적정량씩 이송하여 공급하는 장치이다.
단거리 이송을 목적으로 하며 밀폐형, 개방형, 행거형, 거치형 등이 있다.

특징 (Features)
구조가 간단하며, 수송량의 조정이 가능하다.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다. 
부착성이 강한 재료의 원료 이송에 가장 적합하다. 
기종이 다양하여 수송물 종류나 주위 조건 등 현장의 악조건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제품
Model

패널크기
Size Funnel

최대이송크기
Max.Feed Size(㎜)

용량
Capacity(T/h)

동력
Power(kw)

중량
Weight(Kg)

전체치수
Overall    Dimension

WM-VF850 850×3000 400 35 5.2 45 ZD30
WM-VF960 960×3800 500 29 12.25 115 ZD40
WM-VF1100 1100×4200 580 24.23 18.5 155 ZD60
WM-VF1100 1100×4900 580 23.91 21 185 ZD60
WM-VF1300 1300×4900 650 21.4 31 380 Z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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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파쇄 / 분쇄      
Ball mill
고체원료를 세립화 하는데 흔히 이용하는 기계이다. 
강철제의 구 또는 세라믹스 구 등과 시료를 강철 또는 석조의 드럼 속에 넣어 돌리면 내용물은 회전에 따른 충격으로 부서져서 분
말화된다.

특징 (Features)
처리능력이 크고, 연속운전이 가능하며, 운전조작이 간편하다. 
구조가 튼튼하며 내구성이 뛰어나다.  기종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 

제품 Model 규격Type 용량(t/h) 회전수(r/min) 볼 무게 모터사양 Reducer 총중량

WM-BM1245 1200×4500 1.4-2 35 5.2 45 ZD30 12
WM-BM1557 1500×5700 3.5-4.5 29 12.25 115 ZD40 23
WM-BM1864 1830×6400 5.5-6.4 24.23 18.5 155 ZD60 34.6
WM-BM1870 1830×7000 6-7 23.91 21 185 ZD60 36.5
WM-BM2265 2200×6500 14-15 21.4 31 380 ZD70 50
WM-BM2275 2200×7500 16-18 19 32.5 380 ZD70 63
WM-BM2470 2400×7000 26-30 17 38 38 ZD70 70.5
WM-BM3090 3000×9000 42-50 15 65 65 ZD80 156.5



14 Your Best Partner

P
L
A

N
T

 S
Y

S
T

E
M

Hammer Crusher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윙 해머의 충격과 라이너에 의한 충돌 효과에 의해 분쇄되는 범용형 충격식 미분쇄기 입니다. 입도의 조정은
스크린에 의해서 하며 모든 원료의 미분에 폭 넓게 사용되어 진다.  

특징 (Features)
처리능력이 크고, 연속운전이 가능하다. 안정된 분쇄입도가 대량으로 얻어지며, 운전조작이 간편하다. 
분해 조립이 용이하며 청소가 간편하다. 용도에 따른 교환 부품이 다양하다. 구조가 튼튼하며 내구성이 뛰어나다. 기종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 

제품  TYPE 투입쇄료 크기 (㎜) 배출쇄료 크기 (mash) 용량/시간 Capacity (t/h) 모터 Power(kw) 중량 (kg)

WM-HC400×300 ≤100 ≤60 5~10 11 800
WM-HC600×400 ≤120 ≤60 10~25 18.5 1500
WM-HC800×600 ≤120 ≤60 20~35 55 3100
WM-HC1000×800 ≤200 ≤60 20~40 115 7900
WM-HC1000×1000 ≤200 ≤60 30~80 132 8650
WM-HC1300×1200 ≤250 ≤60 80~200 240 13600



15www.woomintech.com

P
L
A

N
T

 S
Y

S
T

E
M

Jaw Crusher
양쪽에 있는 강철로 된 철판인 조(jaw) 사이에 수cm에서 약 1m 정도의 암석을 집어 넣는다. 
이것이 물려 들어가면 양쪽 중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쪽이 움직이는데, 이때의 압력으로 부수어져서 암석은 자기 중력과 밀
어내는 힘에 의하여 토출 방향으로 내려오게 된다. 
조의 크기에 따라 Jaw Crusher의 크기가 정해지며, 고정된 판과 움직이는 판의 아랫부분 간격 즉 골재 배출구 간격을 조절하여
생산되는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특징 (Features)
처리능력이 크고, 연속운전이 가능함, 운전조작이 간편함, 구조가 튼튼하며 내구성이 뛰어남, 기종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

규격 Type 투입구 크기 쇄료 크기 (㎜) 열림각 수정범위 용량 Capacity Motor Power 중량 Weight 크기 Overall dimension
WM-JC150×250 150×250 125 10-14 1-3 5.5 1.5 896×745×935
WM-JC250×400 250×400 210 20-50 5-20 15 2.5 1430×1310×1340
WM-JC400×600 400×600 350 40-100 15-50 30 6.8 1700×1732×1653
WM-JC500×750 500×750 425 50-100 30-85 55 12.5 2035×1921×2000
WM-JC600×900 600×900 480 65-160 45-110 55-75 18.5 2290×2206×2370
WM-JC750×1060 750×1060 630 80-140 105-195 90-110 29.5 2655×2302×3110
WM-JC900×1200 900×1200 750 95-165 90-220 110-132 56 3800×3166×3045
WM-JC150×750 150×750 120 18-48 5-16 15 3.8 1200×1500×1200
WM-JC250×750 250×750 210 15-60 15-30 22-30 5 1667×1545×1020
WM-JC250×1000 250×1000 210 15-60 15-50 30-37 7 1550×1964×1380
WM-JC250×1200 250×1200 210 15-60 20-60 37-45 9.8 2192×1900×1950
WM-JC400×900 400×900 350 25-80 30-120 75 13 2200×2000×2000 
WM-JC300×1300 300×1300 250 20-90 16-65 55 11.6 1930×240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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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r
혁신적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오염없이 거의 모든 종류의 제품을 미 분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분쇄개념을 이용하여 제품의
분쇄가 완전히 제품끼리 자체 충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에어의 제트기류가 자체적으로 분쇄에너지를 생성시키고 다른 분쇄 도구
가 없어 마모에 의한 제품 오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챔버 내부에 하나로 통합된 동적 에어 분급기는 제한 없이 원하는 입도에 따
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급 시스템은 분쇄 파라미터의 정확한 조정과 제품의 높은 재현성을 보장합니다. 이 장비는 어떠한
강한 물질이라도 분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또한 왁스와 같이 분쇄 과정에서 온도에 아주 민감한 물질도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
합니다.

특징(Features)
쉬운 사용방법
쉽게 입도를 조정하는 능력
2㎛까지 정밀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Compact design
접착성이 강한 분말을 쉽게 분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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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선별   
Twist screen
INLET을 통하여 투입된 원료는 TWIST SCREEN의 고효율의 3차원 진동에 의하여 분별되며, 각 DECK MESH의 OPENING SIZE
보다 작은 원료는 MESH 아래로 떨어지고 OPENING SIZE보다 큰 원료는 TROUGH 외곽으로 원주운동을 하면서 OUTLET으로
빠져나간다.

특징 (Features)
다단 선별 작업에 용이하며, 분해 조립이 용이하여 청소 및 점검이 용이하다. 저소음 저동력으로 인해 고효율의 선별이 가능하다.
Vertical vibrator를 사용하여 수명이 길며, 약품, 식품, 화학원료, 기타 등을 세분화할 때 사용된다. 

✽ 상기 제품은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크기 및 규격 변경이 가능하다.

WOOMIN

�

WOOMINWO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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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brating screen
진동식 체. 골재의 체질에 사용되는 체로, 철망이나 다공판 등으로 원진동, 타원 진동 또는 직선진동 을 주어 공급되는 골재를 분
산 이동시키면서 체질하는 것이다. 

특징 (Features)
진동폭 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진동 시 골재를 충분히 분산시켜 골재의 선별효율이 탁월하다. 
사용 용도와 용량에 의해 소형에서 대형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하며, Screen의 분해 조립이 간단하다. 기계의 수명이 타사 대비 2
배 이상이다.

✽ 상기 제품은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크기 및 규격이 변경 가능하다.
제품 Model 크기 size 원료 크기 (㎜) 경사각 inclination 진폭 Amplitude 단계 Layer 출력 Power
WM-VS-520 500×2000

0.074-10
0-7 Degree             4-10 1-6 Layer

2×(0.4-0.75)
WM-VS-525 500×2500 2×(0.4-0.75)
WM-VS-1020 100×200 2×(0.4-0.75)
WM-VS-1030 100×2500 2×(0.4-1.1)
WM-VS-1040 100×3000 2×(1.1-1.5)
WM-VS-1235 1000×4000 2×(1.1-1.5)
WM-VS-1250 1000×3500 2×(1.1-2.2)
WM-VS-1250 1200×5000 2×(1.1-2.2)
WM-VS-1535 1500×3500 2×(1.1-2.2)
WM-VS-1560 1500×6000 2×(2.2-3.7)
WM-VS-1845 1800×4500 2×(2.2-3.7)
WM-VS-2050 2000×5000

0.074-15
2×(2.2-3.7)

WM-VS-2260 2200×6000 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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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혼합
Ribbon mixer
혼합조 중 수평의 리본 날개를 회전시키는 Type의 혼합기를 일반적으로 리본형 혼합기라 일컫는다. 

특징 (Features)
분체의 이동방향이 다른 2개의 리본이 교차하고 한쪽의 피치는 크고 통상 내측에 있는 리본의 피치를 작게하여 동회전을 보면서
복잡한 흐름과 리본에 의하여 상반되는 상하운동에 따라 타 종류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혼합결과가 얻어진다. 

✽ 상기제품은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크기 및 규격이 변경 가능하다. 

형식 (MODEL) 적용량 (TOTAL VOLUME) 표준동력 (KW) 회전수 (R.P.M)
WMRM-50 50 0.75~1.5 75
WMRM-100 100 0.75~1.5 63
WMRM-300 300 1.5~2.2 43
WMRM-500 500 2.2~3.7 36
WMRM-1000 1000 5.5~7.5 29
WMRM-5000 5000 15~22 18
WMRM-10000 10000 22~3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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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paddle mixer( 무중력믹서)
Twin Shaft Batch Type Mixer로 평행한 2개의 Main Shaft에 28개의 Arm이 고정되고 이 Arm에 Paddle이 각각 장착되어 있다.
감속기에 의한 Chain 구동장치로 동력이 전달되어 두 축이 반대 방향으로 정속 회전된다. 
회전력에 의해 Paddle이 원료를 혼합실 중앙상층부로 퍼 올려주면 유효 부피가 증가 하면서 순식간에 무중력 Zone이 형성되어
혼합을 완료하는 혼합장치이다.

특징 (Features)
1. 유동층혼합(The fluidized Zone Mixing) 
혼합실내에 유동층영역을 형성하여 원료의 입경이나 비중, 형상에 관계없이 무중력 상태에서 신속한 혼합을 진행한다. 

2. 균일한 혼합(Homogeneous Mixing) 
패들(Paddle)의 역학적인 구조에 의해 원료를 방사형으로 분산 및 이동시켜 줌으로서 질량비 1 : 100,000의 미량 첨가제도 균
일하게 혼합한다. 

3. 부드러운 혼합(Gentle Mixing) 
회전축이 저속이므로 원료에 대한 충격 및 전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원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혼합을 진행한다.

4. 짧은 혼합(Short Mixing Time) 
분체 혼합의 경우 혼합 소요시간이 극히 짧으며 1분 이내 또한 수초 내에 혼합한다. 

5. 경제적 혼합(Economical Mixing) 
짧은 시간 내에 혼합을 진행시키므로 가동비 절감과 생산성을 동시에 극대화하고 소규모 설비로 대량생산을 추구할 수 있다. 따
라서 초기 설비비 및 운전유지비가 저렴하다.

✽ 상기 제품은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크기 및 규격이 변경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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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기타공정  
Slide gate
정비 혹은 점검 등의 이유로 원료 차단 및 흘림방지를 위한 차단용 게이트이다.

특징 (Features)
사각 및 원 형의 형태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구조가 간단하여 정비 및 청소가 용이하다. 
사각 프렌지, 원형 프렌지 방식 과 자동 및 수동으로 나뉜다.

✽ 상기 제품은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크기 및 규격이 변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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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 collector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과 그 밖의 미립자를 막기 위해 많은 굴뚝에 장착되어 있다. 이와 같은 미립자는 1mm 정도에서 10μm
이하의 미세한 것까지 있으며, 비교적 큰 것은 제거하기 쉬우나 인체에 악영향이 미치는 정도의 미립자를 제거하기는 어렵다. 집진
의 방법은 중력에 의한 것, 여과한 것, 관성 원심력  에 의한 것, 음파를 이용한 것, 세정에 의한 것 등 종류가 다양하며 크게 나누어
서 기계식과 전기식이 있다. 
본사의 여과집진시설은 다른 집진기술에 비해 최고의 집진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집진기술로서 최근에 와서는 분진발생공정 및 연
소설비 등 분진발생 사업장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운전이 되고 있다.

특징 (Features)
집진 장치 중 대표적인 Bag Filter 집진기로써 공정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일반 먼지를 걸러내는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조분
과 미분을 구분 하려면 Bag Filter 전단에 CYCLONE 을 설치 하여 사용하기도한다. 
1. 분진제거 효율이 99%까지 가능하다.
2. 모든 집진 장치의 운전이 자동으로 운전된다.
3.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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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 Scrubber
보통 습식집진장치라고 하며 유해가스 및 화학물질 처리용이다. 액적, 액막, 기포등에 의해 함진가스를 세정하여 입자에 부착, 입자
상호간의 응집을 촉진시켜 직접 가스의 흐름으로부터 입자를 분리시키는 장치이다. 주로 가용성 Gas(NH3, HCl, H2S등)의 포집에
사용되고 있으며 온도 조건에 따른 재질의 선정에 유의해야 하며 포집효율에 따라 내부 충진층의 세밀한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Scrubber는 가스 흡수뿐만 아니라 흡수외에 증유(Distillation), 증습(Humidification) 및 먼지(Dust), 액적(Mist)의 제거등에도 다양
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징 (Features)
1. 미세분진의 포집효율이 높고 2차 분진 처리 불필요하다.
2. 고온, 고압가스취급 가능하다.(가스 폭발 위험감소) 
3. 분진 및 가스(특히 습한 가스) 동시 처리 가능하다.
4. 설치비가 저렴하고 (폐수처리 미설치시) 설치공간이 적다. 
5. 부식성가스, Mist환수 가능하다. 
6. Bed 및 Plates의 Plugging초래. 
7. 폐수처리와 건습 Interface에서 고형화 문제. 
8. 압력손실 및 동력이 높고 장치의 부식 및 침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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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Tower
각종 유기성 가스 및 악취를 흡수, 흡착하여 제거하는 장치로써 분자층으로 구성된 고체 표면에 있는 원자의 자유 결합과 가스만
의 화학적 결합에 의하여 강한 흡착력이 가스를 흡착하는 설비이다. 
유체(Gas)분체가 고체표면(Surface of solid)에 접촉하여 부착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이러한 흡착 현상을 이용하면 가스나 액
체 또는 고체의 농도가 극히 낮을 경우라도 일정한 흡착제를 사용하면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
다. 

특징 (Features)
1. 비표면적과 친화력이 크면 클수록 흡착의 효과는 커진다.
2. 흡착제(고체)는 다공성이며 모세관이 많을수록 흡착에 필요한 고체의 계면은 증가한다.
3. 흡착재생을 반복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자체 생산하여 3~5년 수명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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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설비
우민기술은 설계 전단계부터 발주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처리 방식, 기준 및 예산등의 문제를 협의, 결정합니다. 또한 발주자 및
발주자의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최적의 시스템 구성방안을 설계하고, 전체 기자재의 제작과 구매, 시운전에서 기술적 서비스까지
전체 프로세스에 걸친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민기술은 수처리 설비의 선두 업체로서 수처리설비의 사후관리까지 모든 기술적 지
원과 보증을 책임집니다.

Application
산업용 오,폐수처리
도시 하수처리
담체를 이용한 유기물 처리
고도처리
중금속 처리
고농도 유기폐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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