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gling transilon
이송 및 공정용 벨트

컨베이어 벨트 제품군

Siegling – total belting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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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제품 이송용
시글링 트랜실론
시글링 트랜실론이라는 브랜드로, 포보 시글링은 지속적으로 시장의 요구사항이 반
영된 600여종의 각기 다른 디자인을 가진 제품 라인을 전세계적으로 개발해 왔습니
다. 많은 제품이 최종 사용자 및 OEM업체와 공동 개발되었습니다.
다목적 제품에서 첨단 특수제품까지, 시글링 트랜실론 제품라인은 모든 산업분야에
서 두루 사용 가능한 가장 다양한 유형을 아우르고 있으며, 동시에 지속적인 공정 업
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브로셔에는 고민하는 주제와 관심 있는 산업분야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각 컨베이어와 동력전달벨트가 사용되는 조건들은 유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때
문에 시글링 트랜실론을 사용할 때는 포보 시글링 전문가를 통해 우리의 경험과 숙련
도를 마음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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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장점

거의 늘어나지 않음

테이크업 범위가 작고 경제적임

길이 방향으로 유연성이 좋음

드럼 직경이 작으며 에너지 절감

치수 변동이 적음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가동이 안정적

소음이 적음

작업자 친화적 환경

오랜 제품 수명

경제적

얇고 가벼움

다루기 쉽고 원가절감 형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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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송 및 공정작업을 위한
시글링 트랜실론
수평 이송
매우 단순해 보이는 이송 작업 조차도 벨트의 여러가지 특성이 맞물려야 가능합니다. 포보 시글
링은 이송되는 다양한 제품, 운반속도, 리버싱 시스템, 작동과 멈춤, 적재 운반 및 기타 작동 조
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벨트를 제공합니다. 시글링 트랜실론의 다양한 특성은 아래 예시된 내
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뛰어난 측면 강성으로 트로프 타입 가능
– 저소음의 난연성 제품
– 포장되지 않은 식품이송에 적합(열분해로 인한 독성물질 발생 없음)
– 정전기 방지 미처리 제품(NA: 금속검출기용)에서부터 고전도성(HC) 및 ATEX 인증된 제품
– 적재 이송, 높은 그립성이 요구되는 라인에 적합한 패턴

트로프 타입의 상승 이
송 인장재 구조가 원하
는 이송 방향으로 유연
성을 제공

콜렉션 벨트(공항 체크인 구역) – 수화물이 측면 방향에서 부드럽게 적재될
수 있도록 벨트의 평편도가 유지 되어야 하며, 난연성(FR)은 최근 공항 설계
의 필수 요소임.

텔레스코픽 벨트 – 화물차에서 제품 하역(위쪽 사진)
반드시 카운터 벤딩으로 구동되어야 하며, 동시에 무거운 하중
을 견디도록 디자인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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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이송

커브 이송

부드러운 표면의 벨트에서도 제품을 상승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송 각도는 제품의 종류, 상부 코팅, 먼
지 및 수분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달라지게 됩
니다.

포보 시글링의 커브 벨트는 다양한 벨트 트래킹 시스템들과 함
께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많은 주요 제조기업의 컨베이어에 사
용되고 있습니다.

이송각도가 크거나 작은 조각 혹은 벌크 제품을 운
반을 위해 포보 시글링은 패턴이 들어간 벨트나 폭
방향 프로파일이 장착된 벨트를 제공합니다.

초대형 자동화 제조 방식으로 포보 시글링은 완제품을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 모양에 대해 정확한 규격으로 제
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향의 힘을 적절하게 분산 시킨 각 세그먼트의 다양한
커브 벨트로 무거운 제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손쉽게 운반 할
수 있습니다.

담배산업의 상승 이송.부드러운 표면을 지닌 벨트로 22˚까
지 이송 각도 가능함

물류 센터의 커브 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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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와 분배
푸셔와 콜렉터를 이용할 때, 벨트의 측면 강성으로 벨트는 편평하게 유지
된 채 쏠림 없이 곧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우 부드럽고 내마모성이 있
는 벨트는 측면의 하중을 견디고 물건을 안전하게 내려 놓는 작업을 수행
합니다. 한편, 크로스 벨트 소터 (e.g., 캐리어 셀)는 얇고 유연성이 좋으
며 표면 마찰계수가 큰 벨트를 필요로 합니다. 특수한 인장재 구조를 사용
하여 에너지 소비 절감이 됩니다.

래터럴 소터(유통센터) – 가속도가 높기 때문에 벨트 표면은 마찰 계수가 높
아야 함(위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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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용 벨트
시글링 트랜실론은 “A”에서 “B”로 이송하는 전형적인 기능과 더불어 제품 생
산 공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활동적인 기능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에서는 얇은 층들을 벨트 위에 거미줄처럼 쌓아 올리고, 큰 제과점
에서는 그 위에서 반죽(Dough)를 빚고, 목재산업에서는 프리프레스 벨트
에서 칩매트를 압축하며, 낙농업에서는 벨트 위에서 우유를 뭉쳐 치즈를 만
듭니다.

부직포 산업, 잘 짜여진 부직포
를 크로스 래핑함. 부직포 겹이
정확히 벨트 사이에 위치하는
상태에서, 높은 제조 속도와 물
체의 가속도로 인해 보다 높은
정밀함이 요구 되는 고성능 공
정용 벨트.

왼쪽 사진: 파티클 보드 제
조에 사용되는 프리프레스
벨트 파티클 매트는 운반
중 프리프레스 됨.

제빵산업에서는 벨트 속도 간의 차이를 이용해 반죽(Dough)를 둥글게 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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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글링 트랜실론
제품구조

상면 ➀
(Top face)

인장재 ➁
(Tension member)

하면 ➂
(Underside)

다양한 코팅재, 두께, 패턴은 벨트의 화
학적, 생리학적, 기기적 특성에 따라 결
정 됩니다.

서로 다른 특수섬유를 사용해 벨트를
해당 응용분야에 적합하도록 만듭니다.
벨트 트래킹, 하중/인장 특성, 정전기
적 특성, 평탄도, 나이프 엣지 및 커프
적합성 등은 모두 섬유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부 구조는 소음의 정도, 에너지 소
모, 마모 및 찢어짐 그리고 슬라이딩
베드나 서포트 롤러의 사용 가능성
등을 결정합니다

➊
●

➋
●

➌
●

➍
●

➎
●

➏
●

➐
●

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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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글링 트랜실론
패턴
포보 시글링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최적화된 광범위한 표면 패턴을 개발해 왔습니다. 최
적화된 표면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어, 롤러 수트케이스에 이송에 대한 우수한
그립성과 반죽(Dough)이 잘 떨어질 수 있는 이형성을 제공하고, 초콜릿 하단에 제조
사에 따른 특수한 패턴의 양각이 가능합니다.
시글링 트랜실론 패턴 벨트는 프로파일 없이도 최대 30° 까지 상승 이송이 가능하며,
더 가파른 상승각도는 프로파일과 사이드월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11페이지 참고).

➒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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➓
●

14
●

11
●

➀ AR 안티스키드 패턴 (M 1:1)
➁ GSTR 조금 거친 텍스쳐 패턴
(M 1:1)
➂ STR 일반 텍스쳐 패턴 (M 1:1)
➃ LG 세로 그루브 (M 1:1)
➄ RFF 고운 마름모 패턴 (M 1:1)
➅ NP 역피라미드 패턴 (M 1:1)
➆ SG 격자 패턴 (M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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➇ RF 고운 마름모 패턴 (M 1:1)
➈ VN 수직 스터드 패턴 (M 1:2)
➉ KN 크로스 스터드 패턴 (M 1:1)
R80 마름모 패턴 (M 1:2)
FG 헤링본 패턴 (M 1:2)
RPH 하이 라운드 프로파일 패턴
(M 1:2)
CH 체크인 패턴 (M 1:4)

특징 및 속성

식품 안전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힘입어, 포보 시글링은 식품 산업 영역
에 대한 위생 분야의 질을 크게 높여 귀사의 HACCP 컨셉을
지원 합니다. 제조자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 까지 모두가 안
심하고 음식을 섭취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전기적 성질
다양한 이송 및 공정 기능의 원활한 작업을 위해 벨
트 소재의 전기적 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준형
시글링 트랜실론 벨트는 전도성 인장재를 내장해 벨
트 내 정전기 발생을 방지합니다. 정전기 방지가 되
지 않는 (NA) 시글링 트랜실론 벨트는 전도성이 없
습니다.
고주파가 사용되거나, 전자기적 특성을 이용하는
특수 엔지니어링 솔루션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보안검색을 위한 스캐닝, 품질 관리를 위한 금
속검출기)
시글링 트랜실론의 고전도성 벨트 (HC) 역시 고전
도성 코팅과 인장재의 사용으로 이송되는 제품 내부
에 누적되는 정전기를 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전자
부품 및 전기적으로 민감한 제품의 이송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FDA/EU
식품 유형에 사용되는 모든 소재는 FDA 21 CFR, (EU)
10/2011, (EC) 1935/2004 규정을 준수합니다.
Halal
시글링 트랜실론 PU 그리고 PVC 유형의 식품 분야 벨트는
IFRC 아시아 (세계할랄 –Halal- 기구의 회원)의 할랄 규정을
준수합니다.

특수 제품
이송 및 공정용 벨트의 패턴 및 일반적인 특징 이외에, 포보 시
글링은 많은 특수한 유형을 개발해 다양한 응용분야를 지원하
고 있습니다:
- UV에 강한 벨트
- 실리콘 코팅 벨트
- 내연 벨트
- 고온 제품용 벨트
- 저소음 벨트
- 내마모성 벨트
- 나이프 엣지 벨트
- 트로프 가능 벨트
- ATEX 인증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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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공정
인장재와 코팅은 매우 다양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 이송 및 공정에 대한 작업은 기계적, 물리적 또는 화학
적 특성이 요구됨으로 특별한 제작공정, 소재 구성 및 마감을 필요로 합니다 (9,10페이지 참고).
브로셔 no. 317과 no. 318 에는 저장, 마감, 피팅, 특성 및 성질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프로파일/사이드월

타공

벨트 엣지 씰링

프로파일이 있는 컨베이어 벨트는 벌크
혹은 작은 조각 제품을 상승 및 하강이송
할 때 사용됩니다. 프로파일의 모양과 크
기는 매우 다양하고 일부는 롤 소재 형식
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벌크 제품을 옮
길 때 측면 벽에 제품을 붙인 채 이송시
키기 위해서는 사이드월 프로파일을 사
용하고 종종 폭방향 프로파일(lateral
profile)과 함께 사용합니다.

시글링 트랜실론 소재에는 어떤 종류의
구멍이든 매우 작은 공차 안에서 가공이
가능 합니다. (구멍이 있는 벨트 소재는
기존 동력 전달 형태에 사용될 수 없음.

벨트 엣지 씰링은 오일, 수분, 외부 이물
질 및 박테리아가 벨트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동시에 컨베이어 벨트의 사
용기간을 연장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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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시글링 트랜실론 컨베이어 벨
트는 위와 같은 추가적인 보호 기능이 가
능합니다.

시글링 트랜실론
접합 기술
접합 유형
벨트에 따른 적절한 접합방법은 벨트 종류, 적용분야 및 작동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접합의 확실성 이외에도 접합방법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기준에는 유연성과 해당 응용
기술이 요하는 특징 등이 있습니다.
접합 공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열 프레스
➀

열간프레스 접합은 가장 우수한 내구성과 유연성을 제공합
니다. 열간프레스에는 다음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➀ Z-splice
두께 균일성 기준이 가장 엄격한 형태입니다. 매우 유연성
있는 접합이며 특히 나이프 엣지 벨트에 가장 적합합니다.
1, 2-플라이 벨트용 표준 접합입니다.

➁

➁ Stepped Z-splice

Z-Splice 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어려운 가동조건에서
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때묻은 드럼).
여러 2, 3-플라이 벨트에 가능합니다.
➂ Wedge splice
솔리드 우븐 및 NOVO에 사용되는 접합유형입니다.

➂

➃ Stepped overlap splice

특히 내마모 플라스틱 표면재의 2, 3-플라이 벨트에
적합합니다.

➃

상온 프레스
요청 시 개별적인 웻지 혹은 오버랫 스플라이스 콜드프레스가
가능합니다. 상온 프레스 시, 접합 강도와 유연성에는 다소 제
약이 있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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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컬 파스너(기계적 체결)

접합 기기

기계적 체결 방법으로 다음이 가능합니다.

시글링 트랜실론 컨베이어와 공정용 벨트의 접합의 신뢰성을
위해, 다양하고 믿을 수 있는 접합용 기기를 활용합니다.

– 기계 부품의 해체 없는 빠른 벨트 교체.
- 벨트의 삽입해 신속한 부분 수리 가능.
- 벨트를 빠르고 쉽게 연장 가능
(레이서에 대한 세부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사용 가능한 파스너:
➄ 후크 파스너 (HS)
➅ 클램프 파스너 (CS)
➆ 플라스틱 파스너 (KS),
벨트 코팅 내 내장할 수도 있고 열로 녹여낼
수도(heated into) 있음

➄

➅

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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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 종류와 벨트 너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장치가 정해집니
다. 또한, 접합을 실시하는 조건 역시 장비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작업장 혹은 현장 접합).
www.forbo-siegling.com > Products > Tools,
Accessories and Training

시글링 트랜실론
세부정보
응용분야 브로셔 (산업별)
193 타이어 산업
194 철강 산업
228 담배
232 드래그 밴드 컨베이어용
242 공항 이송용 및 타이밍 벨트
262 목재
263 스포츠
266 물류
269 식품
295 직물 – 부직포
제품군 개요
215 시글링 트랜실론 – 표준 제품군
229 시글링 트랜실론 라운드 벨트
기술정보
304 시글링 트랜실론 – 컨베이어 벨트의 계산법
305 시글링 트랜실론 – 기계 설계 추천 정보
317 시글링 트랜실론 – 기술정보 1 (저장, 마감, 조립)
318 시글링 트랜실론 – 기술정보 2 (특성과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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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글링 트랜실론
제품군
모든 표준 타입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트랜실론 제품군을 Page 16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QR 코드를 통하여 PDF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 주문하실 때에는 Ref No. 215를 참고 하십시오.
www.forbo-siegling.com > Downloads

Transilon Product Finder는 벨트를 선정하기 위한 간편한 어플리케
이션으로, 사용자에게 트랜실론 제품군에서 공정에 적합한 이송 및 공정
용 벨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www.forbo-siegling.com > E-tools

Siegling – total belting solutions
헌신적인 직원, 품질 중심의 조직 및 생산 프로세스는 높은 수준
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포보 시글링의 품질경영시스템
은 ISO 9001로부터 인증 받았습니다.

Ref. no. 224-22

02/17 · PV · 본사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텍스트 또는 일부 복제 가능합니다.

제품 품질 이외에도 환경 보존 역시 기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
입니다. 일찍이 ISO 14001 에 따라 인증된 환경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포보 시글링 서비스 – 언제나, 어디서나
2,300 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포보 시글링과 함께 하며, 전세계
아홉 개의 생산 설비를 갖춘 나라에서 포보 시글링의 제품이 생
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8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창고 및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포보 시글링의 회사 및 대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포보코리아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관양동 883번지)
에이스평촌타워 B 107호 14057
Phone : +82 2 858 0890, Fax : +82 2 858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