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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없는 로딩 LOADING
DUST-FREE
가장
고운 THE
입자 부터...
FROM
FINEST …
...가장
거친
입자 까지
… to the
coarsest
material
효율적이며 견고하고 고장이 없는 친환경적 분진 없는 로딩이것은 Muhr 무어 벌크 로딩을 위한 세계적으로 가장 종합적인 프로그램 기술로 보장된다.

벌크 상품, 로딩 시스템, 로딩 조건, 규정, 등등 - 모든 로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개별 고객들의 요건에 따라
로딩 시스템이 맞춰져야 한다. 무어는 모듈식 컨셉으로 고객에게 양질의 로딩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공급한다.

고객의 설비를 위한 추가적 응용이 필요하면, 무어의 전문가 팀에 의해 쉽게 시행 될 수 있다. -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FOR ALL
KINDS
OF BULK
모든
종류의
벌크
자재 MATERIAL
회분에서 부터 산화 아연까지

FOR ALL INDUSTRIES

모든 종류의 산업
화학, 석유화학, 식품, 곡물, 사료, 발전
소,시멘트, 갱과 채석장, 염전, 비료, 굉
산

muhr.com

밀폐
로딩 LOADING
CLOSED
in silo 트럭,
trucks,
tank
wagons
and containers,
싸이로
탱크
웨건
및 컨테이너
등 에서 유용etc.
•·MVS
밀봉 시스템 sealing system
MVS공압식
with pneumatical
MBG 원추형
with loading
•·MBG
시스템 cone
MVS와 MBG로 실행되는 밀폐 로딩
Closed loading with MVS and MBG

밀폐된 시스템은 완전 무진 로딩을 가능케 하므로 밀폐 로
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Muhr의 벌크 로딩 시스템 MVS와 MBG는 벌크로 된 상품
을 싸이로 차량, 탱커, 밀폐 컨테이너와 싸이로 배 등에- 무
진 로딩을 가능하게 한다. 친경제적, 친환경적인 선택이다.
MVS- 확실한 완전 방진 시스템
MVS - Absolute reliability and completely dust-tight
MVS 벌크 로딩 입구는 배출 노즐에 공압적 팽창식 밀폐
이음 고리를 장착해 설치 되었다.
로딩하는 동안, 배출 노즐과 탱크 햇치 사이에 생기는 틈
을 막아준다.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다.

Advantages
장점
•
보장된 무진
· Guaranteed
dust-free

·

MVS 로딩 입구의 밀폐 이음새를 팽창 시켜, 싸이로나 배
출 노즐, 로딩 입구와 탱크가 밀폐 되는 시스템이다. 처리
과정 중 시스템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힘을-가
해 형상에 잘 맞추어진 이음부는 무진 로딩을 보장한다.
당연히 이 시스템을 위해 디자인 된 모든 요소는 로딩 시
스템과 일체형이다.

• 필터 비용의 감소

-

배출 공기의 속도 감소는 배출 공기 속 분진의 양이 현저히
감소 했다는 것을 뜻한다. 단지 제품으로 인해 옮겨진- 공기
만 배출 하면 된다. 콤팩트한 해결책: MVS 로딩 시스템을
중앙 입System 또는, 외부 로딩 필터로 연결할 때, 이- 부품
들은 훨씬 작게 디자인 될 수 있다. 일체형 필터를 쓸 -때도
역시 매우 작은 콤팩트 형태로 제작 가능하다.

필터링이 조금만 필요한 제품들은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필
터만으로 충분하다. 이럴 때 장점은: 더 작고, 더 낮은 비용
의 필터 시스템과, 적은 필터 사용량, 오래 지속되는 수명,
운전 비용과 유지 비용이 절감된다.
· Universal application

• 세계 보편적인 설비

넓은 밀폐 범위가 MVS 로딩 입구의 밀폐 이음 고리 한-사이
즈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390mm에서 500mm 지름의 모
든 기본적 탱크 개구는 딱 하나의 이음 고리로 충분히 커버
된다. 그 대안으로 밀폐 범위 290mm에서 400mm 의 이음
고리가 특별 사이즈로 가능하다.
밀폐 이음 고리는 검정색과 가벼운 색상 마감이 가능하다.
MBG- Well
design
in the
highest
quality
MBG최고 proven
퀄러티의
확실히
입증된
디자인

Muhr의 MBG 벌크 로딩 시스템은 혁신적인 이중 구조 고무
코팅이 된 원추형 로딩을 갖춘, 견고한 로딩 헤드를 갖고 제품
과 공기 분리와 함께 경제적이고 분진 없는 로딩을 보증한다.

장점
Advantages

• 입증된 품질
수년간
최적화
된 견고한 디자인, 최적의 운영을 보장하는
· Proven
quality
안전과 오랜 수명이 보장되며 경제적이다.
• 무진

· Dust-free

이중 레이어의 고무 코팅된 원추형 로딩 시스템: 탱크 오프
닝에 최적으로 맞춘 18mm 두께의 부드러운 고무 코팅과
그 위에 마모 방지를 위한 3mm 두께의 강한 고무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 Filter
•
필터protecting
보호
제품의 흐름과 배출 공기의 흐름을 분리해 제품 너머 로딩
노즐의 출구로 통하여, 기존 시스템과 로딩에 비교하여 어
떤 제품도 제품 흐름으로 부터 빠져나가게 하지 않게 하므
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 무진

DUST-FREE

Loading of carbon black in silo truck

ROpE GUIDING
• 외부ExTERNAL
로프 가이딩
pROvEN qUALITy

• 입증된 품질

ECONOMICALLy

• 경제적
•

CLEAN LOADING FACILITy
AND AREA pROTECTS THE
ENvIRONMENT
깨끗한
로딩 설비와AND
주변OpERA환경의
TING pERSONNEL

보호와 운전자를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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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로딩LOADING
OpEN
on trucks,
railcars,
containers,
ships,등stockpiles,
트럭,
철도 차량,
컨테이너,
선박, 저장고
에서 유용 etc.
• ·로딩
bellow를
갖춘 MBO
MBO
with loading
bellow
• ·텔레스코픽
튜브telescopic
시스템을 갖춘
MBO-T with
tubeMBO-T
system
• 경제성과 낮은 마모성

MBO와 MBO-T로 시행하는 개방 로딩

· 제품
Low-wearing
and economical
유도를 위한
내부 부품들, 내부 bellows, 마모 방지 콘,
Internal
components
for 스탠다드
product guidance
as internal스틸 또는
혹은
텔레스코픽
튜브는
스틸, 스테인리스

Open loading with MBO and MBO-T

트럭, 컨테이너, 철도 차량, 선박, 호퍼, 혹은 저장고로
벌크 상품을 개방 로딩 하는데 적합하다.
-

개방 로딩은 특히나, 로딩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다. 자갈과 클링커 같은 벌크로
된 거친 입자 자재들 뿐 아니라 고운 분말 제품들도 믿음
직한 무진 로딩이 가능하다. 로딩 가능 용량 1,000 m³/h
이상과 로딩 가능 높이 30m 이상 까지도 가능.
MBO

가루나 미립자 형태, 그리고 매우 분진을 많이 일으키는 제
품의 오픈 로딩을 위해 외관 bellows를 갖췄다 .

내마모 특수 스틸로 만들어 졌다. 이와 함께 옵션 중 간단하게
교체 가능하고 회전 가능한 튜브 같은 옵션은 운용 수명을 늘
리고 적은 비용 운용을 가능케 한다.
-

•· 무진과 필터 보호
로딩 프로세스 시작 단계 부터 „Energy Brake“ 나 Flow-SpeedRetarder (FSR) 를 갖추고 있는 특별 분진 후드를 사용함으로써
분진 발생량은 효과적으로 감소된다. 게다가 분진 후드에
있는
특수 공기 공급 시스템은 배기 에너지 사용에 최적화된 효율성
을 보장한다.
MBO-T

Advantages
장점

거친 입자의 벌크와 분진이 적은 제품을 위한 텔레스코픽 튜브
장착 오픈 로딩.

· Perfectly adaptable

• 완벽한 적응성
MBO 설비의 배출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수 있다:
여러 다른 소재로 제작, 코팅된 Bellows, 내관 bellows, 내부
protection cones made from various different materi텔레스코픽 튜브나 마모 방지 콘, 내부와 외부 필터 유닛 등
을 갖추고 있어 어떤 설비에라도 맞게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로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장점
Advantages

• 여러가지 다른 디자인
· Various
designs 텔레스코픽 튜브는 일반 스틸,
각각
다른different
설비에 맞추어,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내마모 특수 스틸로 만들어질 수
있다.
Durable있는
quality
•· 내구성
품질

-

모든 Muhr의 로딩 시스템이 그러하듯 MBO-T도 극강의
튼튼함과 세심히 계획된 디자인으로 돋보인다. 최대의 내
구성과
안정적expandable
운용을 위함이다.
· Individually

• 개별적 사항 변경 가능

MBO
-

-

여러가지 다른 분진 후드나 컨트롤 시스템 등과 같이 다양한
기계 옵션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특수 요구에 부합 할 수 있다.

• 가장 pROvEN
어려운 조건에서도
입증된FOR
내구성
AND DURABLE
Loading of limestone석회석
(1000 t/h)
in Azerbaijan
아제르바이젠에서
로딩
(1000 t/h)

THE TOUGHEST CONDITIONS

• 최고의 로딩 실적

HIGH LOADING pERFORMANCE

• 에너지 브레이크가 있는 분진 후드
DUST HOOD wITH ENERGy
BRAKE

• 최대치의 분진 감소

MAxIMUM DUST-REDUCTION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에서
석탄을
로딩during
Loading of coal
on stockpile (1200 t/h,
-40°C,저장고로
ATEX21, l=31m)
installation
Spitsbergen
(1200
t/h,in -40°C,
ATEX21, l=31m) 하는 모습

Loading of FGD plaster
t/h, l=30m)
배연탈황석고의
로딩(400
(400
t/h, l=30m)

• FSR (Flow-Speed-Retarder) 혹은
UpGRADEABLE
wITH
FSR
케스케이드
방식을 통한
업그레이드
FLOw-SpEED-RETARDER OR
CASCAD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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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로딩
COMBINED
LOADING
for both 밀폐형
open and
개방형과
로딩closed
두가지loading
모두를 위한
MVS/O밀봉
with
pneumatical
sealing
•· 공압식
시스템과
분진 후드
장착 system
MVS/Oand dust hood
MBG/O
and dust hood
•· 로딩
콘과with
분진 loading
후드 장착cone
MBG/O
Combined
with
MVS/O
와loading
MBG/O
를 MVS/O
이용한 and
통합MBG/O
로딩

-

싸이로 차량이나 개방형 차량과 컨테이너로 벌크 자재를
무진, 통합 로딩 한다.
MVS/O와 MBG/O로 교통 수단에 따라, 주어진 한개의 배
출구를 통해 개방, 밀폐 로딩 두가지를 다 할 수 있다. 간단
하고 수준있는 효율성과 무진이 가능하다.
MVS/O & MBG/O

통합 로딩을 위해, MVS와 MBG의 로딩 노즐은 분진 후드
에 추가적으로 설치 되었다. 분진 후드는 선택에 따라 수동
이나 자동으로 운용 가능하다.
개방형 로딩은 분진 후드를 낮추고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
다. 밀폐형 로딩 때는 분진 후드를 잡아 올리기만 하면 된
다.

Advantages
장점
•· 무제한적인
Unrestricted장점
advantages

개방형과 밀폐형 로딩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유지해서 여
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무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역시 무진 로딩, 경제적 사용과 안정성을 갖추었다.
•· 무제한적인 유연성

여러 조합의 통합형에서는 역시 개방형과 밀폐형 시스템에
있는 모든 설비 옵션을 사용 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가지
로딩 타입에 관한 옵션이 있는 것 뿐 아니라, 고객 개개인의
시스템 필요에 맞춤 재단하여 제공된다.

Loading of cement
(250 t/h)공압식
on barge운용
or tank실링
ships콘으로
with pneumati바지선이나
탱크 선박에
시멘트를
cally operated sealing cone
(250 t/h) 로딩 하는 모습

• 한BOTH
시스템에서
가능한
개방형과
OpEN AND
CLOSED
LOADING로딩
wITH ONE SySTEM
밀폐형
DUST-FREE

• 무진
•

wITH MANUALLy OR AUTOOpERATED DUST-HOOD FOR
효율적
운용을
위한 수동 혹은
EFFICIENT
OpERATION

자동형 조작 분진 후드

FROM FLATBED vEHICLES TO
TANK SHIpS

• 평상형 차량 부터 탱크 선박
까지 유용

muhr.com

잔여물
없는 로딩
RESIDUE-FREE
LOADING
•· MVS-TD
무진 로딩 loading
텔레스코프
MVS-TD dust-free
telescope
•· BSS
Bellows-Stretch-System
BSS Bellows-Stretch-System

잔여물
없는 로딩
Residue-free
Loading

BSS Bellows-Stretch-System - 수축과 이완을 동시에
-

밀봉 되는 텔레스코픽 튜브를 갖춘 Muhr의 MVS-TD 벌
크 로딩 시스템이나 Muhr의 BSS Bellows-StretchSystem으로 완벽한 잔여물 없는 로딩이 가능하다.

Muhr의 BSS Bellows-Stretch-System 의 사용으로, 꼭대기와
바닥 bellows의 벽은 차례대로 펼쳐지거나 접혀진다. 이는 벌크 상품 잔여물이 로딩 bellows의 주름에서 확실하게
제거 되도록 보장한다. 펼쳐지거나 접혀지는 동안, 로딩 노즐
은 공압식 MVS 밀봉 이음부로 탱크 입구에 그대로 단단히 잡
혀 있어서, 펼쳐지는 기기 때문에 들려 틈새가 생기지 않는다.

-

어떤 경우에는- 위생적 이유로나, 화재나 폭발의 위험 때
문에, 혹은 제품 종류를 바꿔 로딩 하기 위해서- 로딩 설
비에 벌크 자재 잔여물이 남으면 안될 때가 있다.
로딩 bellows의 세척을 위해 노즐 헤드의 유닛을 진동 시
키는 것으로 만은, 로딩 bellows의 접히는 부분에 제품
잔여물이 남기 때문에 전혀 충분하지 않다.
Muhr의 BSS bellows stretch 시스템이나 MVS-TD 텔레
스코픽 파이프 시스템은 잔여물 걱정 없는 로딩을 보장
해 준다. 신뢰성 있고 안전하다.

완벽한 효율성과 안전성을 갖춘 특허된 품질.
로딩 bellows와 견주어 볼 때, 거의 어떤 제품 잔여물도 텔레
스코픽 파이프의 부드러운 안쪽 벽에 남아 있지 않는다.
그
러나 기존 텔레스코픽 파이프의 단점은 각각의 파이프들 사
이에서 분진이 날릴 수 있다는 것에 반하여, Muhr의 MVSTD와는 그렇지 않다. 궁극의 로딩 텔레스코픽 시스템으로,
높은 유연성과 확실한 무진을 보장한다.

Advantages
장점
•· Guaranteed
보증된 무진dust-free
효과
Muhr가 개발한 MVS-TD 텔레스코픽 파이프 시스템을
아래로 내린 후, 각각의 파이프들은 공압 팽창식 밀봉 이
음부로 방진된 채 서로 연결 돼 MVS 로딩 노즐과의 결합
되어, 완벽한 무진 로딩을 보장한다. 로딩 텔레스코픽관
을 오므리기 위해 밀봉 이음부는 다시 풀어지고, 로딩 시
스템은 아무 문제 없이 위와 같은 마지막 포지션으로 움
직일 수 있다.
•· 뛰어난 유연성

밀봉 이음부1
무진

텔레스코픽 튜브
부드러운 안쪽면

• 잔여물 없음

RESIDUE-FREE

제품 살포기 EPV
(옵션)

방대한 밀봉 범위의 이음부는 MVS-TD 로딩 수축관이 매
우 유연적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탱크 배출구가 로
더 아래 중심부에 자리 잡을 필요가 없다.

•· Variable
가변적인application
설비

-

밀봉 가능한 텔레스코픽 파이프는 기울어진 채로도 사용
될 수 있어, 모바일 로딩 시스템 (=로딩 차량)으로 정거장
배출구(stationary outlets)의 무진 연결에도 이상적으로
잘 맞는다.

Loading
of milk
분유
로딩powder

• 위생적임
HyGIENIC
• 무진 DUST-FREE
FLExIBLE

• 유연성
밀봉 이음부2
무진
보호 케이지가 있는 밀봉 콘
(옵션)

EASy & FAST CLEANING

• 쉽고 빠른 세척

LOw COSTS FOR OpERATING, MAINTENANCE
AND
• 적은 운용비,
유지비, 소모품 비용
SpARE pARTS
muhr.com

설비
모듈
EqUIpMENT
MODULES
Lifting시스템
Systems
•· 리프팅
Flexible
Part
/ Loading
Bellows
•· 유연한
부품
/ 로딩
Bellows
슈트 ChuteSealing
•· 밀봉
콘 Cone
Vibrating
•· 진동
유닛 Unit

Level
Indicators
•· 레벨
인디케이터
Integrated
Filter
•· 내부
장착 필터
유닛Unit
IF IF
Immersion
System DTS
•· 집중
시스템 DTS

최적의
적응력
Optimum
adaptation

넓은 범위의 가능성
-

싱글 로딩 bellows 부터, 더블 bellows 디자인까지, 마모 방
지 콘이나 내부 텔레스코픽 튜브와 함께, 또는 텔레스코픽
튜브 혼자로, 공압식 중간 밀봉 타입 이거나 아닌 타입으로넓은 범위의 옵션이 가능하다.

PVC나 코팅한 폴리에스테르 원단 네오프렌/하이파론 부터
투명한 PUR 소재 까지, 열 저항 실리콘 유리 원단과 식품
- 사
용 허가 bellows 자재 부터 2mm 두께의 질긴 고무 자재 까
지, Bellows를 위한 여러가지 다른 자재와 함께 하여 각기
다른 로딩 조건에 맞춤이 가능하다.

리프팅 시스템
Muhr의 벌크 로딩 시스템은 운용 컨디션에 맞춰 로딩 노
즐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여러 다른 리프팅 시스템으로
장착 될 수 있다.
• Muhr 전기 케이블 윈치식

-

흡입구 헤드와 전기 케이블 윈치는 싱글 유닛을 이룬다:
슬랙 케이블 스위치, 리프트 리미터와 윈치 유닛의 주요
·
부품은 하우스로 밀폐 되어 있다. 전기 제어 요소들은
흡입구 헤드에 있는 터미널 박스에 함께 위치하여 매우
실용적이다.

• 수동 케이블 윈치식
·

-

유연성이 있는 부품 / 로딩 Bellows 슈트

효과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성이 있는 디자인과 부품:
Muhr 로딩 배출구는 운용 조건에 맞추어 로딩 노즐을
올리거나 낮추기 위해 여러 다른 유연성이 있는 부품으
로 장착될 수 있다.
Loading
Bellow
로딩 Bellow

Double-Loading
Bellow
더블 로딩 Bellow

Loading
Cones
마모Bellow
방지with
콘이
있는for
Wear Protection

로딩 Bellow

덜 빈번한 로딩은 작은 로딩 배출구로 수동적 운용을 한
다.

•· 수동적 리프팅/로워링

로딩 배출구는 선택적인 보조 균형추를 달고 손으로 올리
거나 내린다. 작은 로딩 배출구만 가능하다.
·

• 공압식 리프팅/로워링

-

공압식 실린더에 의해 로딩 배출구가 올라가거나 내려간
다. 특히 낮은 올림 높이에 적용된다.
마모 방지 콘이 있는

Double-Loading Bellow with Cones
더블
로딩
Bellow
for
Wear
Protection

안쪽 수축 튜브가 있는
더블 로딩 Bellow

Loading Bellow with Telescopic Inside tube

수축 튜브
Telescopic
tube

• 구체적 OpTIMUM
로딩 상황에ADApTATION
맞는 최적의 적응력
TO
SpECIFIC LOADING SITUATI• 향상된 ON
능력
INCREASE OF pERFOR-

• 모두 포함된 종합 패키지:
MANCE
내부 장착 필터 부터 로딩 제어 유닛
까지 인터페이스,
유지와
예비 부품
ALL-INCLUSIvE
pACKAGE:
FROM않고
INTEGRATED
하나 빠지지
전부 포함FILTER
TO THE LOADING CONTROL
UNIT wITHOUT LOSSES AT
INTERFACESTING, MAINTENANCE AND SpAR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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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모듈
EqUIpMENT
MODULES
리프팅 시스템
·• Lifting
Systems
·• Flexible
Part
/ Loading
Bellows
유연한 부품
/ 로딩
Bellows
슈트 Chute·• Sealing
밀봉 콘 Cone
·• Vibrating
진동 유닛 Unit

밀봉 콘
Sealing Cone

로딩 프로세스가 다 끝난 후, 로딩 노즐의 배출구를 밀봉
콘이 밀봉한다. 이는 로딩 노즐이 들려 올려질 때,
bellows에 들러 붙었을 지도 모를 제품이 빠지는 것을 막
는다.

내부 장착 필터 유닛 IF

•· Level
레벨 인디케이터
Indicators
•· Integrated
내부 장착 필터
유닛Unit
IF IF
Filter
System DTS
•· Immersion
집중 시스템 DTS

보통 로딩 설비를 기존 흡기 시스템에 연결 하는 것은 불가능
하거나 경제적이 아닐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Muhr의 내부 장착 필터 유닛 IF가 있는 로딩 시스템
은 이상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이다.

진동 유닛
진동 유닛은 옵션으로 로딩 노즐에 꼭 맞게 들어가 진동함
으로써 로딩 프로세스 후의 로딩 Bellows 안쪽에서 부터 어
떤 벌크의 상품 잔여물이라도 떨어져 나가도록 한다.

컴팩트
사이즈로 공간 절약
Compact & space-saving
내부 장착 필터 유닛 IF와 공압식 필터 세척, 흡입구 헤드,
필터. 압축 공기 탱크, 세척 밸브와 세척 제어판이 있는
Muhr 로딩 시스템은 컴팩트 하고 공간 절약 유닛을 만든
다.
빠르고 심플한 설치

내부 장착 필터 유닛이 있는 Muhr 로딩 시스템은 컴팩트
한 디자인 덕분에 설치가 빠르고 심플하다.
필터 비용의 감소

외부 필터 시스템과 비교한 장점: 필터가 로딩 시스템의 로
딩 bellows 바로 안에 위치하여 필터에서 떨어진 제품이
- 로
딩 흐름에 다시 안착한다. - 비용 효율이 높고 안전하다.

레벨 표시판

Muhr의 로딩 시스템은 여러 다양한 다른 레벨 표시판이
장착 될 수 있다 : 회전 날 계기판, 진동 탐색기, 용량 센
서, 초음파 센서, 공압식 센서와 벌크 자재 모션 탐지기...
-

Muhr의 로딩 시스템은 측정 시스템이 기존 처럼 아래에
있던 것과 달리 특수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밀봉 콘 위로
장착 될 수 있다. 이는 최대 허용 레벨을 상당히 높이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탱크 안 채움 높이와 사용 가능
량을 현저히 늘린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

높은 흡인력

Muhr의 내부 장착 필터 유닛 IF는 크기 3.5 m2 에서 120 m2
까지와 흡인력 12,000 m3/h 까지 가능하다. 필터링이 어려운
제품을 위해서도 튜브 필터가 장착된 버전으로도 가능하다.

분리 없는 로딩을 위한 DTS 집중 시스템
기존 로딩 방식으로는, 제품이 구체적인 무게와 곡물 사이
즈에 따라 상당히 다른 구성물들로 혼합 되어, 특히 로딩
노즐로 부터 제품이 나온 후 공기 분리로 인한 제품 구분이
일어날 수 있다.
Muhr의 DTS 집중 시스템이 장착된 로딩 배출구는 이런
문제를 없애준다.
Muhr DTS 집중 시스템은 튜브 타입 제품 가이드 유닛이
로딩 노즐을 통해 탱크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한다. 로딩 중
에, 제품 가이드 유닛은 위로 올라 오는 덤핑 콘과 함께
일렬로 있는 주입 레벨 표시 위로 들어 올려진다. 이 방법
은 언제나 제품 가이드 유닛이 제품 흐름을 탱크의 바닥이
나 덤핑 콘으로 모으게 한다. 여기서 '모은다' 는 공기 분리
효과와 제품의 분할 두가지를 다 방지 한다는 뜻이다.

IMpROvEMENT
OF개선
wOR작업
환경과 안전의

KING ENvIRONMENT AND
SAFETy AT wORK

HIGH신뢰성과
RELIABILITy
AND
높은
기능성
FUNCTIONALITy

최소
비용의 운용과
라이프
MINIMIzATION
OF OpERA사이클
TING AND LIFE CyCLE COSTS

위험
가능
FOR지역
USE 사용
IN HAzAR
DOUS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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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탱크 주입 TANK FILLING
OpTIMIzED
•· EP
EP //EPV
EPVelectric
전기식 제품
스프레더
product
spreader
•· PPV pneumatic
공압식 제품 product
스프레더 spreader

최적
탱크 주입
Optimized
Tank Filling
Muhr의 EP, EPV와 PPV 제품 스프레더 시스템은 주입량
을 30% 까지 증가 시킨다.
Muhr의 모든 밀폐 로딩 주입구에는 제품 스프레더 시스
템이 장착될 수 있다. 제품 스프레더는, 제품이 보통 원추
형으로 자연스레 쌓이면서 생기는 탱크 안의 빈 공간을 이
상적으로 채워준다. 이 결과 30% 까지 더 주입 가능하다.
덕분에 운송 중 생기는 막대한 비용을, 매우 짧은 기간의
사용으로도, 제품 스프레더가 상환하여 절감 할 수 있게
한다.

EP & EPV 제품 스프레더
EPV는 스프레딩 날개와, 특허된 밀폐 시스템 옵션으로 구
성 되어있다.
제품은 로딩중 로딩 노즐의 배출구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스프레더 윙에 의해, 벌크 자재 흐름까지 밖을 향해 방사
형으로 퍼진다.
EPV 시스템에선 로딩 과정 마지막에 특수 밀봉 콘이 로딩
노즐을 닫는다. 이는 로딩 주입구가 들어 올려질 때, 제품
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옵션으로 있는 컨트롤 시스템을 이용하면 제품 스프레더
를 레벨 표시기로 동시에 사용 할 수 있게 한다.
Many advantages - one system!
많은 장점을 단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추게 된다.

PPV 제품 스프레더
Muhr PPV 공압식 제품 스프레더는 로딩 노즐의 밀봉 콘
에 공기 노즐이 있어 제품을 밖으로, 또 방사형으로 벌크
자재의 흐름까지 불어준다. 이런 작동 원리 때문에, 특히
가루형 벌크 자재에 잘 맞는다.
-

MINIMUM
TRANSpORT
COSTS
탱크
용량의
최대 사용으로
DUE TO MAxIMUM USE OF TANK
최소의
운송 비용
CApACITy

EFFICIENT
LOADING 차량
By SAvING
효율적
로딩으로
운송
vEHICLE CONvERSIONS
횟수를
줄인다.
CONTROL
wITH있는
INTEGRATED
내부
장착UNIT
센서가
컨트롤
LEvEL SENSING
유닛
wITH헤드의
pATENTED
SEALING
로딩
특허
밀봉SySTEM
시스템
AT LOADING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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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
차량
LOADING
vEHICLES
공압식
도킹
pNEUMATIC
DOCKING
DEvICES
디바이스
PAVpAv
최대 유연성 - Muhr의 로딩 차량과 함께
탱크 입구 위나 싸이로 배출구 아래에 로딩 주입구 위치
를 유연하게 한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 세가지 다른 시스템이 쓰인다:
Muhr만의 로딩 차량의 주입, 로딩 차량의 위치 잡기, 로
딩 차량과의 분리. 모든 상황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
시한다.
로딩 차량의 주입

로딩 차량과의 분리
다수의 싸이로를 통합된 도킹 디바이스로, 하나의 로딩 시
스템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로딩 차량이 초기에 싸이로 입구 중
하나로 다가 가야 한다. 통합 도킹 디바이스와 운송 차량
탱크의 로딩 주입구 도킹으로 싸이로 입구를 방진 도킹- 한
후, 로딩 과정이 시작 될 수 있다.
이동 경로와 비워야 할 싸이로는 자유로이 선택 가능하다.

싸이로 트럭, 선박과 몇몇의 입구가 있는 컨테이너, 혹은 개
방 차량 등, 운송 수단이 로딩 중 움직이지 않는 경우, 주입
에 탁월하다.
차량이 계량대 위에 위치 하거나 긴 열차에 주입 할 때 이상
적이다. 이런 경우, 한 입구에서 다음 입구로 이동 할 필요
없이 차량에서 차량으로 가면 된다.
-

이동 거리는 10m와 그 이상까지 가능하다. 만약 필요하다
면, 측면 방향으로 움직이게 시스템을 디자인 할 수 있다.
PAV 공압식 도킹 디바이스
-

공압식 도킹 디바이스는 컨테이너와 배럴, 믹싱과 계량 컨
테이너의 무진 주입을 위해 사용 된다.
-

이는 모바일 배출기나 컨베이어와 고정된 추출 시스템이
있는 싸이로 배출구와 싸이로 차량 배출구 시스템, 고정된
추출 시스템이나 운송 컨테이너 등 과 같이 많은 움직이는
유닛과 고정된 유닛들의 무진 연결을 역시 확실히 해준다.
로딩 차량의 위치 선정

탱크 입구 위의 주입구 위치 선정에 정확성을 기한다. 디자
인에 따라서, 로딩 주입구는 종방향 또는 종방향과 측방향
둘 다로 컨테이너 축에 비례하여 위치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00mm 까지 종방향 좌표로, 200mm 까지
측방향 좌표의 이동 거리를 가진다.

PAV도킹 디바이스는 모든 모양과 사이즈로 가능하며, 고
객이 필요한 대로 각기 따로 제작된다. 끝 없는 장치와 -모
듈로 확장도 가능하다.

수축 로딩 차량 TVM

Telescopic Loading Vehicle TVM
(전시 모델)
(exhibi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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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과
운송 차량의 OF
완벽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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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ING AND BULK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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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궤도차와RAILCAREFFICIENT
트럭
로딩
AND
TRUCK-LOADING

단일 공급자에 의한 지능적인 로딩 설비. 모든 부품의 최적 배치. 완벽한 일체 장치. 자재의 최대치
- 활용.
nents. Perfect integration. Maximum use of resources.

벌크 처리의 지능적 방법
궤도차와 트럭 로딩을 위한 벌크 로딩 설비의 계획과 검토는
일차적으로 투자이다. 이는 유효한 조건의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목표가 있는 투자이다.
Muhr는 고객 각각의 요구를 충족 시키는 총체적인 최적의
컨
셉을 개발한다: 단일 로딩 주입구 포지셔너 부터 완전한 자동
화 로딩 설비 까지.

과립이든지, 펠렛, 가루분 혹은 자갈 제품이든지, Muhr- 로딩
설비는 고객의 궤도차와 트럭 로딩을 다음과 같이 최적화 시킨
다:
· minimal loading time

•· 최소 로딩 시간
•· 최대 주입 레벨 (제품 스프레더 시스템으로)
•· 최소 인력 필요
• 최대 유연성 (계량 디바이스 같은 많은 추가적 옵션과 결합)

50년
동안 FROM
전세계적으로
여러
BEnEFIT
50 YEARS
OF프로젝트
EXPE를RIEnCE
계획하고
실행해
온
노련한
노하우
I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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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MOBILE
로딩-계량
시스템
LOADING-wEIGHING
SySTEMS
Mobile Loading-Weighing
Systems
모바일
로딩-계량 시스템

단일 시스템에서 도킹- 계량- 미터링- 로딩을 한번에. 배출구
에서 배출구 까지 움직인다.

제품 피드나 여러 싸이로 셀에서 온 운송 차량과 컨테이너 안
벌크 상품의 중량 측정
MWV 모바일 계량-로딩 시스템
-

Muhr의 MWV 모바일 계량-로딩 시스템은 공압식 도킹 디바
이스, 중량계, 미터링 시스템, 로딩 시스템과 모바일 섀시로
구성된다.
MWV 모바일 계량-로딩 시스템은 배출 입구의 하부에 위치
한다. 그에 맞춰 무진 연결이 설치되어, 도킹 유닛을 통해 배
출 입구가 무진 연결 되고, 또 로딩 시스템을 통해 운송 차량
에 무진 연결 된다. 현재 원하는 무게로 측정되어, 무진으로
운송 차량에 적재 될 수 있다.

장점
Advantages

• 로딩 능력 300m3/h 까지
·
• 운송 차량 오버 로딩 불가능
·
• 멀티
셀에서 부분만도 로딩 가능
·
•운송
컨테이너나
고객 별
계약customer stipulations
· transport
containers
or per

44 싸이로에서 부터 플라스틱 펠렛의 로딩을 위한
MWV (탈진을 위한 도킹 디바이스, 캡 리프팅, 샘
플러, 필터 MWV
유닛) (with docking device, cap lifter,
for loading of plastic pellets from 44 silos

EqUIpMENT
설비
옵션 OpTIONS

• 쉬운 수동 조작
• 포크 리프트, pull/ pushing 디바이스로 위치 선정
가능
• 레일 위에서 조작 때 자가 작동으로 완전한 자동 포지
셔닝cover
가능 lifting device
• 커버 리프팅 디바이스
sampler
• 내부장착 필터 유닛
• 샘플러
계량 유닛 없이도 모바일 로딩 시스템 MV가 가능하다.

Filter unit

Loading
station
below MWV-level
고정
벨로
MWV-레벨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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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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