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 생
활 폐기물 
(MSW)
진화된 센서 기반 
선별 기술로 최적의 성능 구현



보다 많은
자원의 회수

유연한 자동화 선별은 전반적인 재활용 가
치 사슬에서 최적화된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되었다. 오늘날 100 여개 이상
의 시설이 도시형 혼합 생활 폐기물에서 센
서 기반 선별을 이용하여 재활용 가능 물질(
플라스틱 용기, 혼합 폐지, 골판지, 금속 등)
을 회수하고 있다. 자동 선별 시스템은 현장
의 조건과 무관하게 특정한 목표와 요구사항
을 충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수익을 창
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시장의 선두 주자로서 톰라는, 선도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선별 기술뿐만 아니라 전반적
인 폐기물 특성과 처리 공정 기술에 대한 전
문 지식을 기반으로 도시형 생활 폐기물에서 
보다 많은 소중한 자원을 선별하여 보다 높
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사례연구: 폐기물 관리 체계
매립장 축소는 미래의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럽연합의 폐기물 
관리 지침(EU DIRECTIVE 2008/98/EC)의 정의된 폐기물 관리 체계는 환경의 지속 가능
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폐기물의 보다 많은 처리를 설명하고 있다.본 지침에서는 
생활계 폐기물의 50% 이상의 물질이 재활용과 재사용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지역이 이와 같은 법적 요구 사항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즉 효율적인 도시형 생활 폐기물 선별 시스템은 – 분리 수거 시스템 혹은 비분리 수거 시
스템 인지에 상관없이 –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해 관계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 EU 
지침 2008/9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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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LUTION:
매끄럽고 유연함

매년 전세계에서 수십억 톤의 도시형  
생활 폐기물이 수집된다. 

투입 물질은 파봉기, 입도 선별기, 금속 선별
기, 발리스틱 선별기 등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 
사전 선별된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지저분한 혼합 폐기물 흐
름에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센서 기
반 선별이 가능해진다. 

근적외선(NIR), 가시광선 분광기(VIS), 엑스
레이 투과(XRT) 그리고 금속 센서와 같은 물
질 인식 기술이 단독으로 혹은 선별 작업에 
따라 서로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수 
선별 공정과 비교하여 극대화된 효율성, 물질 
손실의 최소화 그리고 더 낮은 운영 비용을 
가져다 준다.   

기본적인 흐름도 -
도시형 생활 폐기물

Organic RDF Metal OthersPET PE-filmPP HDPE Paper



THE RESULT:
안정적인 생산 
가치 극대화



톰라의 이점

톰라의 제품은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안정적
인 생산성 향상을 제공

선별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확
립하여
개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
공하여 최적화된 결과를 산출 

신속한 투자금 회수 기간
톰라 장비의 신뢰할 수 있는 고 품질의 선별
품 생산
 

실질적인 고장 시간 감소,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와 에너지 소비 절감
업계 선구적인 기술과 내구성 강화 제품

현장에서 검증된 프로세스 그리고 기계 디
자인
산업 현장 파트너와 협력 개발

모듈식 설계
기존 공정에 손쉬운 적용

신속하고 탁월한 전세계 서비스 지원
톰라케어 프로그램



톰라소팅은 폐기물 및 금속 재활용 선별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지속적으로 센서에 기반한 선별 
기술을 선도하여 왔습니다. 전세계 50개 이상의 국가, 4,900여 대 이상의 장비에서 얻어진 전문 
지식과 탁월한 서비스 지원으로 다양한 선별 분야의 고객에게 최고 성능의 선별 결과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tomra.com/recycling

*)
 ISO 9001 인증

톰라는 100% 재활용 종이만을 사용합니다. 
톰라의 최첨단 기술은 재활용 종이 생산에 
기여 합니다.

Recycling Hub:
TOMRA Sorting GmbH*)
Otto-Hahn-Strasse 6
56218 Mülheim-Kärlich 
Germany
전화: +49 2630 9652 0
팩스: +49 2630 9652 101
recycling-sorting@tomra.com

한국 법인
톰라소팅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54 캐논프라자 7층
10486
전화: 031 938 7171
팩스: 031 938 7173
Info-korea@tomrasor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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