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I 파봉정량공급기

재활용봉투의 파봉, 정량공급을 위한 장치

파봉정량공급기는 재활용 봉투의 파봉, 정량 공급을 위한 장치입니다.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각각 PP 마대나 비닐봉투의 상태로 반입되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파봉
작업을 해야 합니다. 파봉정량공급기는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투입부분에서 인력이 필요없이
자동으로 파봉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파봉정량공급기는 내부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칼날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 회전칼날은 휠로더 등에 의해 투입된 재활용 봉투 등을 찢어주며, 내용물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줍니다. 파봉기는 주로 MRF(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의 폐기물 투입부분에
설치되어 폐기물을 공정에 알맞은 크기로 만들고, 일정한 양으로 공급함으로써 선별라인의
원활한 공정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MBT 시설에서도 파쇄기를 대신해
정량공급용으로 사용되며, RDF 공정에서 해단기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특징 및 장점


파봉율 약 95%



비닐봉지속의 비닐 파봉율이 높다



저비중포장용기, 생활쓰레기 등 다양한 종류의 포장용기 파봉가능



과부하 방지 시스템과 다양하게 조절 가능한 처리량



대용량 투입호퍼와 정량배출 시스템과 파봉을 위한 구동 시스템으로 구성



끈, 철사, 필름 류 걸림 방지 기능



투입성상에 따른 칼날 교체 방식



시간당 45톤까지 가능한 처리량(투입성상에 따름)

■ 적용범위


목재폐기물, 종이와 플리스틱이 혼합된 각종 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포장용기를 파봉하는데 적합



폐기물 봉투의 파봉 및 파쇄, 정량공급을 요하는 시설 (MRF 폐기물 투입부분)



Bale(압축물) 상태로 투입되는 경우 Bale Breaker(압축물해단기)로 사용

■ 처리량

■ 제품사양

※기본 작동과정 및 특징들
로터 드럼 상단 주변에 위치한 절단기 콤 안으로 폐기물봉투를 잡아서 밀어 넣는 접이식 절단칼날이 로터
드럼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로터 드럼에 고정식 절단칼날을 적용할 수 도 있다.
파봉작업을 마치면, 절단칼날은 회전하는 드럼 안으로 접히고, 개봉된 폐기물봉투와 내용물을 반대편에 있는
컨베이어로 배출시킨다. 절단기 콤과 절단칼날 사이에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어, 폐기물봉투들이 그 좁은 공
간을 통과하게 된다. 드럼 주변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하도록, 절단칼날들이 접히도록 되어있다.
폐기물 투입물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나 느슨하게 쌓여있는 물체들을 압축하거나 파쇄시키지 않고, 파봉작업
이 이뤄진다. 공원 벤치의자, 서로 겹쳐져있는 물통, 스티로폼 부품, 부피가 큰 포장재 등과 같이 부피가 다
소 큰 물체들의 경우에는 취급하기 적당한 크기로 압축시킨다. 협잡물 과 같이 부피가 작은 물질들은 로터
를 통과하여, 컨베이어에 떨어지게 된다.
호퍼벨트 속도를 조정하여, 파봉정량공급장치의 처리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파쇄기의 처리용량은 투입물의
밀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후속되는 선별 및 분류작업이 훨씬 용이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다. 본 압
축기에는 처리할 수 없거나, 로터 밑을 통과할 수 없는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체에 대비하여, 자동 역구동기
능 (자정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로터는 해당 물체를 통과시키거나, 파쇄시키려 3회
시도한 다음, 압축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게 된다. 막힘장애가 발생했다고 제어판넬에 표시되고, 정
기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관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