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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세척 시스템

PE 세척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재활용하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  소비된 HDPE 병(상표가 있는) , 드럼통, 컨테이너, 제품 

포장과 농업 재료로 쓰이는 LDPE & LLDPE 필름 등.
결과물은 작은 알갱이나 톱밥 모양으로, 순도가 높고 수분이 적

어 판매는 물론 2차 가공을 하기에도 적합하다.
처리 대상의 종류와 오염수준 및 지역별 요구사항이 모두 다르

기 때문에 자사는 다양한 시스템을 각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제

공한다.

PP(폴리프로필렌) 가방 재활용 라인

Genox의 세척 공장은 폴리프로필렌 가방을 전문적으로 처리
하며, 높은 처리율과 성능의 재활용 시스템을 자랑한다. 광범
위한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자사의 섬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은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시켜 작업 과정에서의 손실을 크게 줄
인다.
또한, 폴리프로필렌을 위한 효과적인 건조 방법을 검증 및 개
발하였다.

PET병 세척 시스템

자사의 페트병 세척 시스템은 상표와 뚜껑이 있는 (주로 물이나 탄산음
료를 담았던)페트병들을 재생시킬 목적으로 디자인 되었다. 
이 시스템은 수분기가 적고 크기가 균일하며 청결한 페트병 가루를 생
산해낸다.
지역과 용도에 따라 페트병의 오염도나 세부적인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
에, 자사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을 제공한다.



자사의 플라스틱 세척 공장은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며, 오염수준이 높은 제품들을 포함해서 딱딱
하고 유연한 온갖 종류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고객들의 소리를 귀 기울임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비용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의 모듈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일반 플라스틱을 가공할 수 있다 

- HDPE 병 - PE 필름(소비되었거나 농업적인 용도로 만들어진)

- 폴리프로필렌 가방 - PET 병

공장의 설비구조는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다

- 개봉기 : 가공할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마대를 열어 내용물이 분류될 수 있도록 한다.
- 입송 벨트 : 알맞은 양의 재료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 사전 분쇄기 :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습식 또는 건식으로 플라스틱을 분쇄한다.
- 사전 세척기 : 모래나 흙을 제거한다.
- 스크류 세척기 : 세척 후 이동 작업.
- 온(溫)세척 탱크 : 알칼리성 소다 또는 산성 물질을 이용하여 접착제나 기름을 제거한다.
- 부침(浮沈) 분리탱크 :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 제립기 : 부피 감소와 세척을 위해 습식으로 분쇄한다.
- 수평 마찰 세척기 : 빠른 속도로 오염물질을 문질러 씻어낸다.
- 원심 건조기 : 기계적인 건조 작업.
- 스크류 프레스 : 세척된 제품을 압축하여 수분을 제거한다.
- 열 건조 시스템 : 뜨거운 공기로 건조시킨다.
- 지그재그 분류 기계 : 상표를 제거한다.
- 마대 스테이션 : 저장용 마대에 제품을 넣는다.
- 전기 패널 : 사용자가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위 장비들을 올바른 비율과 크기로 배치하는 것이 플라스틱 재활용 작업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
고, 결과적으로 높은 질의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판매 또는 2차 가공(펠렛화, 인젝션몰
딩/블로우몰딩, 압출)에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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