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 텐션 및 트랙킹 시스템

정밀도 높은 콘베이어 벨트 운전과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위한 텐션 및 트랙킹 시스템
일상적인 사용 중 온도 변화, 기계적 부하, 오염 및 고압으로 인해 스틸 벨트에 변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 시기에 벨트 마모 발생 및
불안정한 벨트 트랙킹으로 이어져 결국 생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제품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Berndorf Band Group은 벨트의 텐션 및 트랙킹을 위한 2 가지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bernmatic ® - 텐션 & 트랙킹 시스템
berntrack ® - 이미 벨트 시스템이 있는 설비를 위해 고안된 트랙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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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n 시스템 가용성 증대 및 생산성 향상
n 안정적인 벨트 트랙킹 시스템 - 다운타임 프리
n 초기 몇차례의 운전 사이클 이후 자동 적용 시스템
n 연속 비례 제어를 적용하여 최적의 벨트 트랙킹 보장

"

“벨트 손상 및 발생한 생산 중단으로 인해 고객분들의 문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충분 치 않은 벨트
컨트롤과 텐션 조정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것을 저희 전문 엔지니어가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벨트 위치와 텐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벨트 컨트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erndorf는 벨트 트랙킹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인 bernmatic ® 과 berntrack ®을 개발했습니다.“

Patrick Kristen, MSc
프로젝트 매니저
Berndorf B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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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matic® 벨트 인장 및 추적 시스템을 통한 정밀 벨트 추적
기술적으로 진보된 벨트 트랙킹 솔루션은 드럼의 수평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편향 드럼은 벨트 텐션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벨트의 안정적인 트랙킹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으로 올바른 위치로 조정합니다. 잘못된 벨트 트랙킹이 발생하는 경우 텐션 및 트랙킹 시스템은 즉시 위치를 수정하여 벨트 수명을
연장합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속도 제어 시스템은 고속 운전 시에도 정밀하고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벨트 트랙킹에 대한 그래픽 터치 패널과 충분한 분석 도구 옵션을 통해 쉽고 간편한 운전 조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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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n 포지션 피드백을 사용한 정확한 드럼 조정
n 벨트의 위치 및 텐션을 지속적인 제어 및 모니터링
n 히팅 및 쿨링에 따른 벨트 텐션 보정
n 가장 중요한 데이터(벨트 및 드럼의 위치, 유압)의 실시간 디스플레이
n 지속적인 제어를 통해 히팅 및 쿨링 이후 고속 운전 가능
n 독립적인 속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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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matic®기술 자료
공압*

작동 매체

n 전압: 380 ~ 480 V

n 전압: 380 ~ 480 V

n 주파수: 50/60 Hz

n 주파수: 50/60 Hz

n 압축 공기의 압력: 최소 6 bar

n 오일의 압력: 약 200 bar

n 전압: 380 ~ 480 V
n 주파수: 50/60 Hz

벨트 폭

0.6 ~ 1.5 m

0.6 ~ 3 m

벨트 추적 허용 오차

± 2 ~ 4 mm

± 1 ~ 2 mm

5 ~ 50 N/mm²

5 ~ 200 N/mm²

최대 벨트 장력

±5%

벨트 장력 허용 오차
최대 벨트 속도
벨트 가장자리 감지
* 표준 장비
** 기계식 센서의 최대 속도 20 m/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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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유압*

100 m/분**
n 기계식(롤러)
n 광학식(라이트 커튼)

bernmatic® 공압식 트랙킹 드럼
n 낮은 텐션 부하의 경우
n 공압 벨트 텐션
n 전기 잭

스크류

방식에

의한

벨트

트랙킹

n 그래픽 작업 및 트렌드 표시
n 연속 추적
n 전기 인터페이스

bernmatic® 유압식 트랙킹 드럼
n 중간 또는 높은 텐션 및 구동 부하의 경우
n 시스템 양측에 위치한 오프셋 실린더 포지셔닝
n 과도한 텐션에 의한 벨트 손상을 방지하는 릴리프 밸브
n 그래픽에 의해 표시되는 운전 및 트랜드 디스플레이
n 지속적인 트랙킹
n 전기적인 인터페이스

bernmatic® 전기식 트랙킹 드럼
n 중, 저 텐션 및 구동 부하의 경우
n 공정 상에서 벨트의 온도 변화가 없는 경우
n 정전으로 인해 가열된 벨트가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 보호 대책 미흡
n 그래픽에 의해 표시되는 운전 및 트랜드 디스플레이
n 지속적인 트랙킹
n 전기적인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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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track® 벨트 트랙킹 롤러를 사용한 트랙킹 모니터링 시스템
berntrack® 조절식 서포트 롤은 스틸, 플라스틱 벨트의 연속 제어에 사용됩니다. 자동 수평식 또는 수직식 트랙킹 시스템은 공정 전반에 걸쳐 벨트의
최적 위치를 보장합니다.* 벨트 엣지를 감지하는 위치와 berntrack® 트랙킹 롤러 또는 스티어링 드럼의 위치는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벨트의 제어는 속도와 무관합니다.**
berntrack® 벨트 트랙킹 시스템은 어떠한 장비에도 컴팩트하게 적용하여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식품 산업, 클린, 방폭지역 등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의 제어는 현지 조건 및 인프라 가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유압식 인프라가 있는 경우 유압식
berntrack®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Berndorf 전문가들은 벨트엣지 위치를 감지하기 위해 어떤 구성 요소를 설치할 것인지
알아냅니다.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해 이상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berntrack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특정신호에 의해 제어되거나 연속 제어를 통해 정밀한 벨트 트랙킹을 보장합니다.
** 전기식 시스템은 벨트 엣지의 위치를 아날로그식 벨트 엣지 센서로 측정하고 제어장치로 그 신호를 전송합니다. 이 시스템은 벨트 오프셋을 사용하여 롤 또는 스핀들의 최적 조정을 계산한 후, 그 신호를 Model-dependent actuator
로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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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n 신뢰할 수 있는 벨트 트랙킹과 긴 벨트 수명
n 간단한 개조를 통해 정밀 벨트 트랙킹 시스템 채용
n 간단한 개조를 통해 정밀 벨트 트랙킹 시스템 채용
n 광학식 또는 기계식 벨트 엣지 센서를 통한 벨트 엣지 위치를 지속적으로 감지

*

n 컴팩트한 구조로 인해 간단한 설치 및 시운전
n 속도와 무관한 벨트 추적 제어*
*전기식 시스템에 한함

"

"더블벨트 프레스 시스템에 벨트 트랙킹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생산이 더욱 안정되어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벨트의 손상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Ing. Albert Fritz
Senior Manager TD
Isosport Verbundbauteile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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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track®
제어
틸트 롤러*
스티어링 롤러

공압식*

전기식

유압식

n 낮은 텐션 부하에서 사용

n 저 ~ 고 텐션 부하에서 사용

n 저렴한 비용

n 연속 제어

n 간편한 사용

n 작은 작동 거리

n 기존 유압 장치와 병행이 가능하고
높은 텐션 및 구동 부하가 요구되어지는
경우 사용
n 지속적인 제어

n 전기적 인터페이스
스티어링 드럼

작동 매체
벨트 폭
벨트 장력

-

압축 공기: 최소 6 bar

디스플레이

n 전기적 인터페이스
n 그래픽에 의해 표시되는 운전 및 트랜드
디스플레이
전압: 380 ~ 480 V
주파수: 50/60 Hz
오일: 최소 100 bar

전압: 110 ~ 480 V
주파수: 50/60 Hz

0.6 ~ 2 m

0.6 ~ 3 m

최대 5 ~ 50 N/mm2

최대 5 ~ 100 N/mm2

벨트 가장자리 감지

기계식(롤)

벨트 추적 허용 오차

± 5 ~ 10 mm

벨트 속도

* 기계식 센서를 사용하면 최대 속도가 20m/분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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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그래픽에 의해 표시되는 운전 및 트렌드

n 기계식(롤)
n 광학식(라이트 커튼)
± 1 ~ 2 mm
최대 100 m/분*

berntrack® 틸트 롤러(BTRV)
n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시스템
n 벨트 오염에 대해 매우 민감하지 않음
n 인피드 드럼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
n 벨트 트랙킹 롤러의 위치를 기울여 벨트 가이드
*최대 축 간격의 1/3

berntrack® 스티어링 롤러(BTRH)
n 제한된 공간 내 설치에 적합
n 수평 제어 무브먼트를 통해 벨트 가이드
n 벨트 스티어링 롤러와 벨트 사이의 마찰에 의해 벨트 가이드
n 청결한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

berntrack® 스티어링 드럼(BTDH)
n 트랙킹 드럼의 위치를 기울여 벨트 제어
n 전기 스핀들 잭 스크류 또는 유압장치에 의해 드럼 제어
n 큰 축 간격 또는 벨트 트랙킹 롤러의 적용이 어려운 장비 배출 측에 적합
n 드럼 베어링 블록으로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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