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M 4210 WETKRET

스프레이 암

SPM4210 WETKRET 시리즈의 표준버전은

견고하고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전자식으로 작동되며 차량에 전자

반경: 수직 분사 반경이 10m에 이르는

에어컴프레셔가 장착 됩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컴프레셔의 제외도
가능 합니다.

스프레이 암이 실린더링 기어 회전 시스
템으로 새로이 보강 설계되어 운전에 빠
르게 반응하고 입출기능과 상하좌우로의
움직임이 더욱 정교해졌 습니다. 유압실

SPM 4210 WETKRET

린더가 장착된 입출식 암의 외부는 어떤

듀얼드라이브

충격과 오염으 로부터 완벽히

SPM4210 WETKRET DUAL DRIVE 버전은

보호해줍니다. 이로 써 유지 보수를 위한

이중작동 시스템 기능이 탑재되어 장비의

접근이 용이합 니다.

모든 부속품들이 디젤엔진과 전기 양쪽
모두에 의해 가동됩니다. 이 버전은

푸츠마이스터 콘크리트 펌프 :

공해방지 장 치가 기본으로 내장되었고

20㎥/h

차량 에는 전자/디젤 컴프레셔가 포함됩

푸츠마이스터 사는 50년의 전통을
이어온 콘크리트 펌프 제조사 로서의

SPM 4210 WETKRET 로터

세계적 명성을 자랑합니다. 푸츠마
이스터는 최고의 품질과 혁신, 신뢰

유무선 리모컨 :
정비례 제어 가능
SPM4210 WETKRET 시리즈의 리모컨

은 콘크리트 토출량뿐 아니라 기정 혼
합률까지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
다. 이로써 암석의 구조 와 강도, 안전
성이 각기 다른 터널작업의 환경 변화
에 따라 적절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퍼레이터는 각 작업 환경
에서 조강과 건조시간에 관련한 필요
사항에 따라 콘크리트 토출량과 첨가
량에 유연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기계의 모든 기능들은 자동분사 순차
시동 (공기, 콘크리트, 첨가제)을 포함,
리모컨 제어가 가능하여 오퍼레이터

차량탑재 컴프레셔 :

SPM4210 WETKRET 로터 버전의 펌

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SPM4210 에

높은 기동력과 독립성

핑시스템은 로터원리에 의해 가동 되어

탑재된 콘크리트 분사 펌프는 고

SPM4210 시리즈는 컴팩트한 사이즈

건식/습식 두가지로 콘크리트 분사가

성능을 보장하며, 낮은 진동 그리고

이면서도, 전기식 또는 디젤식웜컴프

가능하여 용도에 따라 알맞 게 사용할 수

오래 가는 소모품이 장점입니다. 푸

레셔가 차량에 탑재되어 있어 높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에어컴프레셔가

츠마이스터 콘크리트 펌프의 효율

기동성과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고객

차량에 탑재, 포함 됩니다.

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요청시 제외도 가능합니다.

자동 동기화 시스템:
첨가제 투여량 및 콘크리트

스프레이 암 반경 도표

송출량
유압으로 작동하는 통합 연동식 첨가제
펌프는 폐쇄 루프에 의해 제어되고 전기
로 컨트럴됩니다. 이는 콘크리트 송출량
에 비례하여 작동하도록 자동 도징장치
와 함께 설치됨으로써, 분사작업의 정확
성과 품질을 보장하여 줍니다.

견고한 차량: 최첨단 액슥
차량은 땅굴작업에 필요한 조건으로
설계되었고 고성능 내마모 스틸을
소재로 제작되어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SPM4210은 획기적인 최첨단 액슬과 보
강된 회전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차량의
중앙 연접 회전기능과 작은 사이즈는
환상적인 조종을 실현시키며 이는 낮은
땅굴 작업에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사이즈 및 회전 범위

분사범위

DATA SHEET
푸츠마이스터 SA 10.1 입출식형 스프레이 암

푸츠마이스터 트레일러형 오프로드 차량
4륜구동

스프레이 암 최대 반경
수직/수평
최소 언폴딩 섹션
수직/수평
확장 암 개수

10m/8m
2.5m/3.3m
총 4단(4개중 3개 입출식)

입출장치 스트로크
축의 개수 / 자유각도
암 최대 각도

4m
6
+65º / -40º

엔진
엔진파워
엔진 배기량
트랜스미션
기어박스
스티어링
트랙션
스피드
브레이킹 시스템

스프레이 헤드
회전
경사도
노즐
스프레이 헤드
조명

360º
240º
DN40
10 뉴테이션
2x네온(24v, 45w 스팟라이트)

푸츠마이스터 리모컨
드라이브
케이블 길이

터보디젤, 4실린더
2,600rpm에서 54.7kw
EU-stage ⅢA/EPA-Tier3에 따름
하이드로스태틱
양쪽방향으로 2-스피드
유압, 연접식 스티어링
4WD
최대 17km
4바퀴 유조형 멀티디스크 브레이크,

연료통
전자장비

음성형 주차 브레이크와 자동해제장치
4개의 24v, 70w H3 할로겐 스팟라이트
FOPS/ROPS 인증
운전시트 자동 조절장치
서스펜션과 안전벨트
70리터
12v /70A의 배터리 2개,

디젤탱크

65리터

라이트
운전석

전자식, 이중사용(무선/유선)
15m

케이블 드럼
작동방식

푸츠마이스터 콘크리트 펌프 PM 1507
유형
최대 딜리버리(수치상, 실제는 다를 수 있음)
실린더 사이즈
최대 콘크리트 압력(수치상, 실제는 다를 수 있음)
최대 골재(알갱이)사이즈
전기모터 파워
전원

더블피스톤, 유압드라이브
20㎥/h(4-20㎥/h 조절가능 )
150mm
65바
16mm
37kw
400v, 50Hz 또는 440v, 60Hz

케이블 길이
파워
사이즈

수동
50m / 100m 중 선택
400V 50Hz, 440V 60Hz
900mm(50m 케이블) / 1,000mm(100m 케이블)

중량
9,400kg / 8,850kg (컴프레셔 제외)

옵션기기
ANSUL 소화 설비,

호퍼
호퍼 최대 용량
높이
스팟라이트

두가지 물질(파우더형)
200리터
1,300mm
24v/70w

드라이브
탱크

수동, 6디퓨저
11.3kg의 건성 파우더

광산용 풀휠
콘크리트 펌프와 통합화된 보조펌프
조정범위
최대 작업 압력
보조탱크
컨트럴 시스템

50-600리터/h
7.5바
400리터
PLC

세척용 고압 워터펌프
최대압력
딜리버리
호스

타이어
림 사이즈

미쉐린 x Mine D2 10.00 R 15
7.5 x 15"

촉매 컨버터(듀얼드라이브 버전 자동포함)
최대 감소량

일산화탄소 90%, 탄화수소 80%, 흑연 30%

입자필터
140바
10.8리터/mm
15미터

최대 감소량

일산화탄소 90%, 탄화수소 60-80%
흑연/미세먼지 99%

기타
전기 컴프레셔
파워
최대 작업 압력
최대 기압

37kw
7.5bar
분당 6.5㎥(230 cfm)

디젤 컴프레셔
파워
최대 작업 압력
최대 기압

자동 윤활 시스템
스텔레스 컨트럴 패널
특별 저단 호퍼(1,150mm)
50m 추가 케이블

특별전압
54kw
7.5바
분당6.5㎥(230 cfm)

파워

660V, 50/60Hz 또는 1,000V, 50/60H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