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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회사명 동성에코어 / Dongsung Ecore Co., Ltd.

대표이사 박 현 주

설립일 2008. 10. 01

자본금 32억원 _  동성코퍼레이션 100% 지분 보유

사업분야
환경플랜트 : TTE System, S51 System
에너지 플랜트 :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서비스 :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컨설팅, O&M

위치

[본사] 부산시 사하구 신산로 99
TEL. 051-200-4692 / FAX. 051-204-6601

[HQ] 서울시 중구 통일로 2길 16 AIA타워 11층
TEL 02-6190-8894 / FAX 02-2088-4260

[사천 연구소] 경남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230
TEL 055-328-6641

2008. 10 동성케이케이 설립 (폐타이어 열분해 사업 인수)

2009. 08 연속식 모듈러 열분해 시스템 운전 기술 확보로 대용량 설비(120톤/일) 상용화 기술 확보

2009. 09 “ 동성에코어”로 상호 변경

2009. 12 디스크이동식 폐타이어 열분해 실증공정개발 과제 성공 판정 획득

2010. 05 북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와의 MOU 체결

2010. 06 북미 현지 법인 설립 (Delaware 주)

2010. 02 루이지애나 주정부로 부터 세계 첫 상용화 설비(120T/D)에 대한 대기환경 허가 획득

2014.01 ~ 08 중국 산둥성 창이시 폐타이어 열분해 설비 설치 및 시운전

2015.10 유기성슬러지 유증증발장치 설계 및 Pilot 설비 개발

2015.12 유기성슬러지 유증증발장치 설치 및 시운전(경남 사천시)



건조시간 : 10분 내외
(열전달 계수값 : 250~500W/m2℃)

수분→ 폐유 치환으로 건조슬러지 발열량
증가(6,000kcal/kg)

직접접촉으로 건조하여 열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함.

건조시간 : 30~60분
(열전달 계수값 : 75~140W/m2℃)

슬러지 내부로 열침투가 어려움

에너지 이용효율 40% 이하

◈ 유중증발 건조기란?

유중증발 건조기란?

◈ DSE 유중증발 건조장치 Block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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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 유중증발 건조기 소개



◈ 유중증발 건조장치의 장점

• 다른 직간접 슬러지 건조설비에 비하여 건조시간이 짧음(15분 전후)
• 확실한 1%이하 건조(발열량 :4000 5000kcal/kg)

빠른 건조시간

• 가열된 열매유를 이용하여 수분을 증발 시키므로 열량LOSS가 매우 작음.

소요 열량의 최소화

• 밀폐공정으로 악취물질을 최소화
• 건조물의 함수율을 1%까지 내려 건조물에서 악취발생 최소화

악취물질 최소화

• 타사 건조설비에 비해 설비가 매우 단순하며 운전 유지관리가 용이함.
• 하수슬러지 및 축분 슬러지도 쉽게 건조됨.

설비의 단순화 와 다양성

DSE 유중증발 건조기 소개

◈ 건조 Test 결과(하수슬러지 10분건조, 투입량 500kg/hr)

DSE 유중증발 건조기 소개

구분
슬러지

Moisture
(wt.%)

F.C.
(wt.%)

V.M
(wt.%)

Ash
(wt.%)

슬러지
(여름철)

건조 전 78.9 3.4 9.2 8.5

건조 후 1%미만 5.1 65.4 24.0

슬러지
(겨울철)

건조 전 84.4 1.6 5.8 8.2

건조 후 1%미만 4.3 69.5 24.9

건조 전 후 슬러지 성분분석

발열량
함유율

고위 발열량
(kcal/kg)

저위 발열량
(kcal/kg)

0.0 건조 전 슬러지 674 626

30.3 비탈유 건조슬러지 6,270 5,762

15.1 탈유 건조 슬러지 4,593 4,227

10.2 탈유 건조 슬러지 4,158 3,813

5.1 탈유 건조 슬러지 3,599 3,303

건조 슬러지 발열량 분석



◈ DSE 슬러지 유중증발 건조기(경남 사천시 축동면)

DSE 유중증발 건조기 소개

감사합니다.

본사
부산시 사하구 신산로 99 3F
Tel : 051-204-6641~2, Fax : 051-204-6601

연구소
경남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230
Tel : 055-328-6641, Fax : 055-312-6639

www.dseco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