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 - 폐램프 처리기
폐형광등과 직관형 폐램프 리사이클링을 위한 고수익성 설비

LP 200

mrtsystem.com



개요

MRT 폐램프 처리기는 다양한 종류와 사이즈의 폐-형광등 및 직관형태

의 폐-형광램프 처리용으로 특화된 설비입니다. 폐품이 투입되면 이를 파

쇄한 후 각 구성부(유리, 형광분말, 안정기(e-base), 소켓, 말단 캡 등) 별

로 수은 분율이 포집/회수됩니다. 

시간당 처리량의 극대화를 위해 2가지 종류의 수동 이송용 스테이션이 구

비되어 있는 바, 하나는 CFL(안정기내장형) 타입으로 파쇄된 램프를 바퀴

가 달린 통에 담아 이송시키는 장치와 TL(직관형) 타입의 폐-램프를 수평

으로 이송시키는 테이블이 그것입니다. 구성부 중에서 대형 백으로 배출

되는 유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철제 드럼으로 배출됩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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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성품

CFL(안정기내장형)을 담아 수동으로 이송 가능한 바퀴가 달린 140L 용량의 통

최대 2,400 mm 길이의 직관형(TL) 폐램프를 이송시키는 수평형 테이블

분쇄 오거(Crush auger)

진동 피더

체(Sieve)

이송 오거

텀블러

팬

탄소필터

입자(카트리지) 필터

파우더 사이클론

MRT PremiumTM Connect 서비스

옵션별매품

분리기(모든 금속류)

이중 드럼 체

자기분리장치

플라스틱 백으로의 파우더 컬렉터

30 L 증류기 배럴로의 파우더 컬렉터

최대 2,400 mm 길이의 직관형(TL) 폐램프를 이송시키는 기계식 이송장치

처리 모니터링(원격)

설비로의 원격접속장치(PLC기반)

대체전원 사용을 위한 변압기

EEC 표준: 본 설비는 아래의 기술표준들을 준수하여 제조됨

기계류에 관한 EEC 지침(2006/42/EG)

저전압에 관한 EEC 지침(2014/35/EG)

EMC(전자기적합성)에 관한 EEC 지침(2014/30/EG)

구매 사양 및 추가 옵션

MRT System AB 
Lumavagen, SE-371 47 Karlskrona, Sweden.
+46 455 30 28 70  |  info@mrtsystem.com
www.mrtsystem.com

모델 LP 200 LP 400 LP 600

처리용량* 시간당 투입량 200kg 시간당 투입량 400kg 시간당 투입량 600kg

전원사양 400V, 50Hz  400V, 50Hz 400V, 50Hz 

 (60 Hz option) (60 Hz option)  (60 Hz option)  

 Max. 20 kW Max. 20 kW Max. 30 kW

압축공기 600 l/min 600 l/min  800 l/min

치수: 

길이: 26 000 mm 30 000 mm 25 000 mm 

폭: 2 500 mm 3 000 mm 6 000 mm 

높이: 4 100 mm 4 100 mm 4 100 mm

작동온도 범위: +10 C° - +35 C°  +10 C° - +35 C° +10 C° - +35 C°

주위환경으로의 수은 배출:** 

작업장: Max 0,020 mg/m3 Max 0,020 mg/m3 Max 0,020 mg/m3 

배기장치: Max 0,020 mg/m3 Max 0,020 mg/m3 Max 0,020 mg/m3

배기장치:*** 

배기가스 유량: Max 2000 m3/h Max 2000 m3/h Max 2000 m3/h 

배기 덕트: Ø 200 mm Ø 200 mm Ø 200 mm

유리분율 수은잔존값:**** 최대 0.1mg/l(용출) 최대 0.1mg/l(용출) 최대 0.1mg/l(용출)

처리대상 폐품(모든 모델): 유리, 형광분말, 안정기, 소켓, 말단 캡 등

LP(폐램프 처리기)의 기술사양

LP 200

* 처리대상 폐품들은 건조한 상태로서 오거에 의해 

파쇄가 가능하여야 하고(augerable), 먼지나 패킹

재 부스러기 등이 없어야 하며, 본 설비가 처리할 

수 있는 폐품유형과 부합하여야 합니다. 처리 가능

한 폐품유형들과 보건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의 지

시사항은 운전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장은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수시로(시

간당 3회 이상) 환기되어야 합니다. 배출되는 수은

농도는 취급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설비에 대한 유

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

집니다. 다만, 본 설비는 운전 중 작업장 내 대기

로 배출되는 수은농도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매

우 작습니다.

*** 공정에 사용된 공기는 카본필터 장치에 의해 

여과가 된 후에 배출됩니다.

**** 수은함량 값들은 SS-EN 12457-2 기술표준에 

따른 용출시험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이 값은 유

리 분율에 용출되는 수은함량의 최대치를 의미합

니다. 다만, 이 값들은, 작업장으로 이송된 공정투

입 직전의 폐형광등은 건조상태이어야 하며, 설비

운전에 관한 당사의 지시사항(운전매뉴얼 포함)을 

따라야 함을 그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