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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F 용융 필터

고성능 용융 필터 ERF 200/250/500

30년 전통의
경험과 노하우

1983 사출

성형기 및 특수 기계 제작 전문가인 Roderich
Ettlinger에 의해 Augsburg의 Bavaria에서 회사가

설립되었다. 최초 제품인 “srm”은 Sweden 고객에게
공급되었다.

1999 Ettlinger는 시장 성장에 힘입어 새로운 생산 설비를
증설하였다.

2004 Roderich Ettlinger는 1970년대부터 그의 머리속에 있던
상상을 드디어 2004년 구현하게 된다. 바로 첫 번째 생산

제품인 ERF 200 용융 필터 시스템을 특허 출원하게 되었다.
2010 27년간의 성공적인 사업을 뒤로 하고 Roderich Ettlinger는
회사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그의 아들 Thorsten Ettlinger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Volker Neuber에게 경영권을 넘기게

된다.

2013 Ettlinger North America LP가 애틀랜타에 개설되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고객이 효율적인 판매망과 현지의 기술

서비스 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예비부품을 조달하는 등 여러
이점을 얻게 되었다.

2015 Ettlinger의 사업장과 생산 시설이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확장 중에 있다.

Ettlinger는 전세계 모든 주요 시장에 대리점을 두고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ttlinger의 핵심 사업 영역은 사출 성형기와

최고 성능의 용융 필터의 연구와 생산이다.

고성능 용융 필터링에 대한 기업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당사는 오염이 심한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연속 작동식 ERF 용융 필터를 생산하고 있다.

특허를 받은 이 방식은 방식은 모든 플라스틱 물질에 포함된

오염물질 즉, 종이, 알루미늄, 나무, 실리콘 및 고점도 플라스틱
등을 걸러낼 수 있다.

사출 성형기는 특별히 무게 100kg 까지의 플라스틱 팔레트,

붙박이 장치 또는 맨홀 등의 사출 성형에 적합하다.

통합된 빌딩 블록 시스템에 의해 Ettlinger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저비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유연한 기계 컨셉트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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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 고밀도 폴리에틸렌(배관용)과
알루미늄 입자

• 약 18 % 정도의 오염물
• 여과 등급 150 μm
• 원료 손실 약 9 %

특장점

연속 작동식 ERF 용융 필터는 낮은 등급의 오염 물질에서부터

적용 분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폴리에틸렌(병 부속)과 페트
• 약 2 % 정도의 오염물
• 여과 등급 150 μm
• 원료 손실 약 1 %

높은 등급의 오염 물질까지 다양한 등급의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데 적합하다. 가장 큰 특징은 일정한 압력 유지가 가능한 완전
밀폐형 시스템으로 극소량의 원료 손실과 매우 짧은 오염 물질의
정체 시간을 들 수 있다.

ERF은 어떠한 압출 라인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설치 면적이 적고

필요한 처리용량에 따라 ERF 200, ERF 250과 ERF 50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적용 분야는 재생, 시트 및 필름 압출과 프로필 압출
등이다.

고무, 나무

• 고무, 나무 등과 섞인 폴리프로필렌 또는 아크릴로나이트릴
뷰타다이엔 스타이렌(냉장고 분쇄물)

• 약 3 % 정도의 오염물
• 여과 등급 150 μm
• 원료 손실 약 2 %

적용 예
투입 수지

오염 물질

폴리프로필렌

다양함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종이

• 종이 스티커 등이 섞인 폴리스티렌 필름
• 약 2.5 % 정도의 오염물
• 여과 등급 150 μm

• 원료 손실 약 1.5 %

오염 정도 투입[%]

원료 손실[%]

0.5

55 - 65

0.3 - 0.4

4

57 - 66

2-3

10

60 - 65

3.5 - 4

58 - 67

3-4

알루미늄

3-4

실리콘, 고무

2-3

종이

오염 정도 이차 배출[%]

5

57 - 60

55 - 60

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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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원리

장점 개요

안쪽으로 스며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이다.

•

필터 드럼은 수백 개의 원뿔형 구멍을 통해 외부에서 원료가 녹아
이때 오염물은 회전하는 필터 표면 위에 남겨지게 되고 칼날에 의해
윗면의 오염 물질이 분리되어 걸러지게 된다.

•

완전 자동 구동 방식

•

일정한 필터 용융 압력 유지(+/- 2 bar)

•

필터는 필터 축과 스크루를 정밀하게 조정하는 고효율 서버 모터에

•

의해 회전하게 된다.

매우 낮은 원료 손실

필터 표면 위 오염물의 짧은 정체 시간
완전 밀폐형 시스템

독창적인 방식의 ERF 용융 필터는 필터의 속도와 스크루의 속도

등을 분리해서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필터 표면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해줌으로써 원료 손실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다.

기술 사양

총 필터 면적
필터 직경
토출량

가열 구역 수

설치된 열 용량

모터 용량(필터)

모터 용량(배출구 스크루)

필터 속도(무단 조절 가능)

배출구 스크루 속도(무단 조절 가능)
중량

최대 운전 압력

가용 여과 등급

ERF 200

1,250 cm

2

200 mm

최대 1,500 kg/h
5

12 kW

ERF 250

1,570 cm

2

250 mm

최대 3,000 kg/h
5

16 kW

ERF 500

3,140 cm2

2 x 250 mm

최대 6,000 kg/h
6

31 kW

5.2 kW

5.2 kW

0 - 12 1/min

0 - 11 1/min

0 - 10 1/min

1,000 kg

2,000 kg

1.4 kW

1.4 kW

0 - 27 1/min

0 - 26 1/min

300 bar

300 bar

800 kg

7.6 kW

2.3 kW

0 - 18 1/min
300 bar

80 / 120 / 150 / 200 / 250 / 300 / 500 / 750 / 1,000 / 1,300 µm

자세한 내용은 당사로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Ettlinger
Kunststoffmaschinen GmbH

Ettlinger North America LP

D-86343 Königsbrunn (German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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