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개요

DRS 스크린 및 SDi 윈드시프터

니호트리사이클링테크놀로지 B.V.
(Nihot Recycling Technology B.V.)

1945년에 설립된 니호트리사이클링테크놀로지 B.V.는 소형 목재 용광로용 에어 덕트 생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니호트(Nihot)는 벌크핸들링시스템(Bulk Handling Systems, BHS)
그룹의 계열사로 폐기물 및 재활용 업계에 공기기술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입니다. Nihot의
풍력선별기는 우수한 신뢰성과 최고의 폐기물 분리효율을 제공합니다. 컨설팅 및 설계에서 제조, 배송,
설치,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Nihot의 사내 전문가 팀이 귀하와 함께합니다.
왜 Nihot인가?

음압: 긍정적인 결과!

•

Nihot 윈드시프터(windshifter)는 음압 또는 흡입으로 분리합
니다! 이는 가장 정확히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성능상의 장점
외에 음압은 먼지를 발생하지 않아 환경에도 기여합니다.

•
•

•
•

•
•
•
•

Nihot는 70년 이상의 경험을 지닌 해당 분야의 인정
받는 선도기업
전문기술 및 지식: 폐기물 분리를 위한 공기기술 분야
의 글로벌 공급 및 마케팅 선도기업
장기간에 걸쳐 구축되고(참고자료 참조) 거의 모든 종
류의 고체폐기물에 사용되는 고품질 시스템 및 컴포
넌트
최고의 분리효율(최대 99%)
백문이 불여일견: 귀하의 폐기물로 분리효율을 입증하
기 위한 당사 공장 내 실물 테스트 센터 및 이동식 테
스트 유닛
100% 사내 제조
글로벌 기업
전 세계 900건 이상의 운영 참조
Nihot 시스템은 톤당 최저비용으로 운영

참고 동영상을 보시려면 을 방문하십시오
www.youtube.com/nihotrecycling

벌크핸들링시스템 (BHS)
니호트리사이클링테크놀로지 B.V.는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
설립된 BHS의 계열사입니다. BHS는 BHS Tri-Disc 스크린
기술을 포함한 그룹의 혁신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턴키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SDS 윈드시프터

MSW

SDS 윈드시프터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무거운
부분과 가벼운 부분의 2개로 분리합니다. 견고한
구조와 확실한 기능은 장기간 고장 없는 작동을
보증합니다.
SDS 윈드시프터는 다양한 재료를 밀도로 분류하는
업계 최고의 음압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처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 불량 파쇄 재료
• 대형 재료가 포함된 폐기물
• 연마성 재료(유리, 불활성물질, 자동차 스크랩
등)
• 부피가 큰 가벼운 재료(플라스틱 및 필름)
• 단단하고 부피가 큰 부드러운 재료
• 수분이 많이 함유된 재료

MSW

장점
•
•
•
•
•

작동 중에도 분리설정을 조절할 수 있어
분리효율이 우수함
재순환 팬을 사용한 독특한 구성으로 에너지
소모량 감소
유지보수가 적고 마모성 부품이 거의 없어
가동중지시간 감소 및 운영비용 절감
석재 캐처 장착으로 블로 덕트 내부의 막힘 방지
음압기술의 긍정적인 효과로 작동 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음

혼합폐기물

이런 장점은 빠른 투자수익 및 우수한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C&I

SDX 윈드시프터
SDX는 RDF/SRF 생산 공장의 전용 윈드시프터로 업계 최고의
음압기술을 사용하여 폐기물 흐름에서 불활성물질을 제거하여
2차 분쇄기를 보호해 줍니다.

장점
•
•
•
•
•
•
•
•
•

RDF/SRF 생산 공장 전용
불활성물질을 제거하여 2차 분쇄기 보호
스마트 설계 및 엔지니어링으로 빠른 배송 및 신속한 현장
조립
통합 재순환 팬 및 제한된 덕트
경제적인 가격의 2가지 표준 모델: SDX 1000 및 SDX
1400
유지보수가 적고 마모성 부품이 거의 없어 가동중지시간
감소 및 운영비용 절감
석재 캐처 장착으로 블로 덕트 내부의 막힘 방지
재순환 팬을 사용한 독특한 구성으로 에너지 소모량 감소
음압기술의 긍정적인 효과로 작동 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음

톤당 최저비용으로 최고의 보호

RDF

DDS 윈드시프터
DDS는 3방향 분리에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투입재료는
무거운 부분, 중간 부분, 가벼운 부분으로 분리됩니다. 3방향
분리는 2개의 드럼과 함께 1차 및 2차 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장점
•
•

RDF

•
•
•
•
•

작동 중에도 분리설정을 조절할 수 있어 분리효율이 우수함
대용량의 3방향(three-in-one) 분리 - 하나의 DDS가 개별
기계 2대의 작업을 수행
수평 위치에서 조절 가능한 2차 분리 드럼
다양한 폐기물 흐름을 처리할 수 있는 다용도성
재순환 팬을 사용한 독특한 구성으로 에너지 소모량 감소
유지보수가 적고 마모성 부품이 거의 없어 가동중지시간
감소 및 운영비용 절감
음압기술의 긍정적인 효과로 작동 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음

이런 장점은 빠른 투자수익 및 우수한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C&D/C&I

SDi 윈드시프터

유리 청소

SDi 윈드시프터는 다양한 투입재료를 무거운
부분과 가벼운 부분으로 정확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또는 퇴비에서 불활성물질을 제거할
경우나 유리, 소각로 재 또는 자동차 슈레더 잔류물
(Automotive Shredder Residue, ASR)을 처리할
경우에도 SDi는 아주 유용합니다.

장점
•
•
•
•
•
•
•
•

통합먼지필터, 전기캐비닛 및 길이조절 가능
지지대를 갖춘 플러그앤플레이 풍력선별기
작동 중에도 분리설정을 조절할 수 있어
분리효율이 우수함
0-10mm부터 0-200mm 크기의 폐기물 처리
빠르고 쉬운 설치로 배송 후 30분 이내 사용 가능
재순환 팬을 사용한 독특한 구성으로 에너지
소모량 감소
유지보수가 적고 마모성 부품이 거의 없어
가동중지시간 감소 및 운영비용 절감
음압기술의 긍정적인 효과로 작동 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음
표준 세미트레일러 또는 40’ 컨테이너에 꼭 맞게
적재됨

녹색 폐기물

C&D

백문이 불여일견
Nihot는 당사 장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는
것을 고맙게 여기고 중시하는 고객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는 귀하의 현장에서 귀하의
재료로 성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작동되는
이동식 SDi 윈드시프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Nihot (sales@nihot.nl)로
문의하십시오.
MSW

WSS 윈드시프터
WSS 윈드시프터는 모든 작업에 이상적인 솔루션이지만
특히 MSW, 포장 폐기물 및 PET에서 플라스틱 필름을
제거하는 데 적합합니다.
WSS 윈드시프터의 대표적인 특징은 블로 노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흡입된 공기의 60% 정도는 시스템으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먼지필터를 더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입된 공기와 별도로 주입공기를 완전히 조절할 수 있어
분리효율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WSS 윈드시프터는
유연한 설치공간으로 높은 분리효율을 제공합니다.

포장재

WSV 윈드시프터
WSV 윈드시프터는 유리되고 밀도가 높은 투입재료에서
가벼운 부분을 제거하는데 이상적인 솔루션으로 최대 99%의
분리효율을 제공합니다.
WSV는 많은 응용분야에 사용되며 폐기물 크기를 최대
50mm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WSV는 특히 다음과 같은
작업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
•

필름, 포일 및 PS 추출
건조 재료 분리
작은 재료 분리

C&I

WSZ 윈드시프터(지그재그형)
WSZ 윈드시프터는 밀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재료를
분리하는데 이상적인 솔루션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작업에
적합합니다.
•
•
•

필름, 포일 및 PS 추출
건조 재료 분리
작은 재료 분리

미립자 청소

Nihot Recycling Technology B.V.
Generatorstraat 16
1014 AT Amsterdam
P.O. Box 20524
1001 NM Amsterdam

+31 (0)20 58 220 30
sales@nihot.nl
www.nihot.n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