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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폐기물 파쇄기

1. 업체정보

회

사

명

정저우제푸지능환경보호기술유한회사
(郑州洁普智能环保技术有限公司)

주

소

정저우시 중원구 중원서로82호 중성인태국제센터A타워 2803호
(郑州市中原区中原西路82号中晟银泰国际中心A座2803室)

전 화 번 호 +86-371-56177322
담

당

자 리경리(李经理)

이

메

일 info@gepecotech.com

홈 페 이 지 http://www.gepsisui.com

2. 요약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대형 폐기물은 큰 부피와 이송 어려움으로 파쇄기를 이용하여
전처리 단계를 거처야 함. 용도에 적합한 파쇄기는 선택하여 부피를 줄이고 폐기물
선별 설비를 이용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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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폐기물 문제점
도시화의 확산, 빠른 생활리듬 속에서 폐매트릭스, 소파, 주방 가구와 같은 대형
폐기물 발생도 늘어나고 있음. 이런 대형 폐기물은 운송 및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누적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함

야외에 누적 방치된 도시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함
- 대량의 모기를 끌어 들여 세균과 바이러스를 번식함
- 매립 후 부패된 쓰레기에서 생성된 바이오가스는 부주의로 인해 자체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음
- 폐기물 부패로 발생한 악취는 공기를 오염시키며 침투액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킴

4. 파쇄기 작동 단계
□ 1단계
- 폐기물을 분류기에 투입하여 이송 저장구역에 보관함
- 덤프트럭 혹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호퍼를 통해 폐기물을 투입함
- 투입된 폐기물은 플레이트 피더(Plate feeder)를 거쳐 밸런스 피더(Balance feeder)로
이송되며 1차 파쇄 및 포장을 진행함
- 밸런스 피더는 폐기물을 균일한 상태로 다음 단계로 이송함
□ 2단계
- 수동 분류 작업대로 이송되면 작업자들은 대형가전, 옷, 유리 덩어리와 같은 대형 폐기물과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수동 작업을 거쳐 분류함
- 이 작업을 통해 폐기물 이용률은 높이고 후속 단계에서의 쓰레기 누적을
감소함
- 일차 파쇄 후 다음 단계의 분류 작업을 진행함
□ 3단계
- 1, 2단계를 거친 후 부피에 따라 다음의 두 종류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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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플라스틱과 신발 등 상대적으로 큰 물체이며 작은 물체는 소용돌이 분리기(Voltex
Separator)를 거쳐 금속을 분리 후 비료 또는 영양토(营养土)를 합성함
□ 4단계
- 선별 분리된 대형 물체는 중력분리(풍구를 활용)를 통하여 재분리 되어 가벼운
물체(대부분은 플라스틱)와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체로 분류됨
- 무거운 물체는 소용돌이 분리기에 투입되어 금속과 유기비료를 얻을 수 있음
- 가벼운 물체는 직접 포장됨

생활폐기물 처리는 매립, 소각 및 퇴비 방법이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전에는
폐기물에 대한 파쇄 및 크기를 축소는 과정을 거쳐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용도에
적합한 고체폐기물 파쇄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폐기물 선별 설비는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무기물, 유기물, 가연성 물질, 플라스틱
및 강자성(强磁性) 물질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분류한 후 무해화 종합처리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재활용 하는 것임

5. 설비 사진

출처:「베이지싱환경보호설비온라인」, 정저우제푸지능환경보호기술유한회사, http://hbshebei.
bjx.com.cn/product/319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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