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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화되는 대기환경 규제

쾌적한 작업환경의 개선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을 대비하여 발 빠른 대책 마련 필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자 들의 건강과 능률 향상을 위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줄 대책 마련이 필수

COST

UTILITY

UNCERTAINTY

COST

부담스런 설치/유지 비용

적용 가능 제품 다양성 부족

업체 선정의 정보 부족

부담스런 설치 / 유지비용

청정 대기 환경을 선도하는 퓨어스피어의 혁신 기술, 깨끗한 작업현장을 위한

퓨어스피어의 아름다운 동행

최적의 비용 제시  

· 자체 촉매 생산 기술을 통해 촉매 유통 마진 절감

· 현장 최적화 설비를 제공, 경제적인 운전비용 산출

·  국내 유일 저온산화촉매 대량생산 기술을 보유 이를 

적용하여 설치비/유지비 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

뛰어난 설계 역량

· 다양한 설비 설계 경험 

· 촉매와 설비의 특징을 모두 고려한 완벽한 설계

제품군의 다양성

· RTO, RCO, CO 등 대기배출시설 

·  실내 대기 정화 시스템인 PureSystem RS-series 개발

·   VOCs 외 각종 유독가스, 오존, 일산화탄소 등에 대한 제품군 확보

기술 경쟁력 확보

· 현장 분석 서비스 ＞ 최적 촉매 선정 ＞ 맞춤형 설계 

·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군의 질적 향상

·  설비 유지보수, 촉매 분석, 교체주기 선정, 재생 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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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외 설치 가능한 산화장비

PureSystem CS-Series
현장 내 정화 시설용

PureSystem RS-Series

최적의 조건을 설계하여 최고의 제품을 제공

      적용처
-  VOCs 발생 현장 (디스플레이 공정, 석유화학공정, 도장 및 인쇄 공정 등)

- 저농도 현장 사용 가능

- 운전 온도 :  최고250℃

-  Arrange of Concentration : 1 to 1,000 ppm

- 허용 풍량 : 1 to 1,000 CMM

- 설치 공간 : 옥내외    

Logic 순서도

설비검토

현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대기오염 물질종류 및 농도 자료 보유

현장 분석 실시 가스 종류 및 농도 자료 확보

배출 풍량 및 배출 총량 규제 맞춤 설계 진행

배출 풍량

중간풍량
(100-1,000CMM)

중간농도
(30-1,000ppm)

고비점 탄화수소 
화합물

저풍량
(1-100CMM)

저농도
(1-30ppm)

산성·염기성
물질

고풍량
(1,000CMM▲)

고농도
(1,000ppm▲)

유기용 제류
(VOCS)

현장 농도 가스 종류

농도(ppm)

풍량 (N㎥/min)

고

고저

Catalytic rotor system

Low temperature
Catalytic System Concentration System

Concentrator + RTO
                              RCO

                           CO

RTO System

RTO + CO dual System

RC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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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 제거 설비의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다

04 설비 적용 시 고려 사항

PureSphere keeps trying to serve the best products

운전비를 고려한 절약형 저온 산화 설비! 농축 시스템과 촉매 시스템이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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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미만에서도 VOC 처리 가능한 

퓨어스피어 독자적인 촉매를 적용. 

6

7

Specification

100 CMM 기준 Heat Energy

Heat
combustion

Catalytic 
Oxidation

Low Temp. 
Catalytic Oxidation

25,064 kcal

9,399 kcal

6,266 kcal

puresphere.co.kr

저온 운전 조건일수록 소모 에너지 열량을 감소
but, 적용 촉매가 제한적 
(why? 불완전 산화 반응에 의한 CO 발생)

퓨어스피어
저온산화촉매의 우수한

산화능력으로 해결

      적용처

- VOCs 발생 현장
(디스플레이 공정, 석유화학공정,
도장 및 인쇄 공정 등)

- 저농도 현장 사용 가능
- 운전 온도 :  max 250℃
- Arrange of Concentration :
1 to 1,000 ppm

- 허용 풍량 : 1 to 1,000 CMM
- 설치 공간 : 옥내외

운전비 절감

탈취 효과
증대 저온

산화

NOX, CO
감소

장비 부품
수명 증가

Heat Energy

(850℃)

Heat Energy

(300℃)

VOCS CO2 & H2O

Heat Energy

(200℃)

Heat Combustion Reaction

Catalytic Oxidation
Reaction

Low Temp.Catalytic
Oxidation Reaction

운전온도                      500도 감소!!!!최대

※본 자료는 현장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CS-20 CS-100 CS-300 CS-500 CS-700 CS-1000

설치면적(m2) 3.75 9 36 64 80 128

하중(ton) 1.5 3 15 22 30 35

허용 풍량(N㎥/min)   20   100 300 500 700 1,000

처리가스농도 (ppm)  ~ 1,000

운전온도(℃) 최대 250℃

제거율(%) 98% 이상

옥내용 저온산화촉매시스템

PureSystem  CS-20
옥외용 저온산화촉매시스템

PureSystem  CS-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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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 농축 산화를 하나의 설비로!

소형화된 설비 크기! 편리한 장비 운용 or 인터페이스 조작!

1

2 3

· 2차 후처리 설비 설치 불필요

· 총 설치 면적 대비 200 % 감소

· 장비 관리 운용의 편의성

Specification

※본 자료는 현장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RS-20 RS-100 RS-300 RS-500 RS-700 RS-1000

설치면적(m2)   4 7 12 20 28  32

하중(ton) 1.5 3  6 7.5  9 13

허용 풍량(Nm3/min)   20   100 300 500 700 1,000

처리가스농도 (ppm) ~ 30

운전온도(℃) 최대 250℃

제거율(%) 95% 이상

농축
설비 + RTO

or
RCO

농축·산화의일체화

산화

흡착

농축

탈착

후처리 시설이 필요없는 
신개념 VOCs 제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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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Puresystem 제품 서비스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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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System 제품의 장점

HYBRID

넓은 적용 농도 범위

· 저농도부터 고농도까지, 다양하게 접근

· 농축배율 조정 가능

NEEDS

설계 서비스 

· 현장 배가스 샘플링 후 정성, 정량 분석을 통해 현장 분석 실시

· 이에 맞는 최적화 설계 서비스 진행

CATALYST

뛰어난 촉매 제조 기술 보유

· 국내 유일 저온산화촉매 대량 생산 가능 

· 귀금속 촉매 등 다양한 촉매 생산 기술 보유

FIELD

현장 평가 서비스

· 타겟 가스에 대한 Lab 테스트 진행

· 실증 평가를 통해 현장에서의 Pilot 테스트 결과를 공유

ECONOMY

운전비 절감 기술

· 낮은 온도에서의 운전 기술 확보

· 뛰어난 열교환 기술 및 설계 능력 보유

ANALYSIS

분석 및 재생 서비스

· 사용 촉매 분석을 통한 촉매 수명 산출

· 공정 내 주요 배출 물질 및 유독 물질 분석

· 촉매 재생 서비스를 통한 교체 비용 절감

UNIQUE

기존에 없는 기술

·  촉매 기술 및 설비 기술을 모두 보유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제품 개발 가능

MAINTEN
-ANCE

유지 보수 관리 서비스

· 장비 및 설비 유지 보수 관리 서비스 이행

· 촉매 성능 측정 / 소모품 관리 / 보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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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축열식 (촉매) 산화 시스템 RTO / 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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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축열실 필요

· 댐퍼 또는 밸브로 가스의 흐름을 변화시킴으로써 열교환

·  회전식 Rotor로 가스의 흐름 방향을 변화시킴으로
써 연속적으로 열교환(압력에 대한 맥동현상이 낮음

·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작음

축열연소시스템이란? (RTO / RCO)

퓨어스피어 축열시스템의 장점은? (RTO / RCO) 축열식 (촉매) 산화 시스템 적용 및 시공 사례

VOCs 및 악취를 고온에서 연소처리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열량을 축열재를 사용, 

회수하는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설비

초 고농도의 VOCs 를 연소 산화 설비로 처리하는 경우 95 % 를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가 배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RTO 후단에 촉매 산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제거율을 99 % 이상 상승

시키는 듀얼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Develop

Rotor Systems

Leak 최소화

유지보수

1

2

3

· 타시스템의 ½정도 소형화 가능하며 대형화에 유리

· 에너지 절감 효과 극대화 (기존 RCO대비 10% 이상)

· 화학공정 

· 인쇄 도장 공정 

· 강관 코팅 공정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 Sealing 면적감소, 교체 용이, 고온에 적용 가능

· Mechanical seal + air sealing 방식병행

· Rotor 의 상/하부가 개방되어 점검용이

· 유지 보수 시 valve를 분해 할 필요가 없음

촉매 산화

CO 시스템

RTO 시스템

배출 가스
최종 제거율 99.9 % 이상

촉매 산화 시스템 (CO)
제거율 98 % 이상

연소 산화 시스템 (RTO / RCO)
제거율 95 %

      적용처

-  배출가스의 복합 악취 배수 100 배수 이하로 낮춰야 되는 현장

-  95 % 이상으로 VOCs 를 제거해도 배출 허용 악취 배수를 초과하는 현장

-  고비점 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해 부생성물이 많이 배출되는 현장    

10 연소 산화 – 촉매 듀얼 시스템 RTO (RCO) /
CO dual oxid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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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상에서 오존 분해 및 산화 반응

실제 시공 사례

      산화 반응

-  O₃  +  *  ≫  O₂  +  O* + Cx-Hy + Catalyst→ H₂O + CO₂

-  O₃  +  *  ≫  O₂  +  O₂* + Cx-Hy + Catalyst → H₂O + CO₂

-  O₂*  ≫  O₂  +  * + Cx-Hy+ Catalyst → H₂O + CO₂

DS-Series 란?

이동식 드라이 스크러버 시스템
적용 흡착제

산성가스 Puresorb AA-102 외

알칼리가스 Puresorb NA-103 외

실란 가스 Puresorb TA-301 외

Process Adsorbent Specification Quantity Set (EA) Total Quantity (L)

CVD,
Etch,
WETS

Puresorb AA-102 3mmø Pellet 20 2 40

Puresorb AA-100 4x8 mesh 10 2 20

Puresorb NA-103 3~5mmø Ball 10 2 20

Total 40 80

r - MnO₂

O₂
O₂

O₂*[MnO₂(OH)₄]

O₃

O₃

O*
O*

O*

O*

12 PureSystem DS-SeriesPureSystem OS-Series

디스플레이 공정 내

코로나 방전 시설 후단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후단

고도처리정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