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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roll 소개 2

Interroll 업무 부서 4

Interroll 제품 개요 6

경량물 이송용 
제품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100 페이지 12
ü

경량물 이송용 솔루션 8

시리즈 1500 페이지 16 ü ü 컨베이어 롤러 10

시리즈 1700 light 페이지 18 ü ü
시리즈 3500KXO light 페이지 22 ü ü

중중량물 이송용 
제품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100 페이지 28
ü

중중량물 이송용 솔루션 24

시리즈 1200 페이지 32 ü ü 컨베이어 롤러 26

시리즈 1500 페이지 36 ü ü RollerDrives 82

시리즈 1700 페이지 38 ü ü ü DriveControls 102

시리즈 1700KXO 페이지 46 ü ü ü
시리즈 3500 페이지 50 ü ü ü ü ü
시리즈 3500KXO 페이지 58 ü ü ü
시리즈 3560 페이지 62 ü
시리즈 3800 페이지 66 ü ü
시리즈 3860 페이지 74 ü
시리즈 3870 페이지 78 ü

RollerDrives BT100 페이지 84 ü ü
BT100 IP66 페이지 88 ü
EC310 페이지 92 ü ü ü
EC310 IP66 페이지 98 ü ü ü

중량물 이송용 
제품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450 페이지 118
ü

중량물 이송용 솔루션 114

시리즈 3560 페이지 122 ü 컨베이어 롤러 116

시리즈 3600 페이지 126 ü ü
시리즈 3950 페이지 130 ü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프레셔 롤러 시리즈 2600 페이지 136 ü ü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134

볼 트랜스퍼 유닛 시리즈 5500 페이지 138 ü 프레셔 롤러 136

시리즈 5000 페이지 142 ü 볼 트랜스퍼 유닛 138

컨베이어 휠 시리즈 2130 페이지 146 ü 컨베이어 휠 146

시리즈 2370 페이지 148 ü OmniWheels 152

시리즈 2200 페이지 150 ü 롤러 트랙 156

OmniWheels 시리즈 2500 페이지 152 ü
시리즈 2800 페이지 154 ü

롤러 트랙 시리즈 BU40 페이지 156 ü
시리즈 BU50 페이지 158 ü
시리즈 Floway 페이지 160 ü

계획수립부 168
재질 사양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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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roll 솔루션은 주로 식품 가공, 항공 물류, 

우편 서비스, 배송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Interroll 제품으로는 벨트 컨베이어용 드럼 모터 

같이 통합하기 쉬운 구동 솔루션과 컨베이어 

시스템용 DC 구동/무동력 롤러, 유통 센터의 

에너지 효율적인 소형 팔레트/컨테이너 랙 

시스템용 플로우 스토리지 모듈, 비용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용 Crossbelt Sorter, 벨트 커브 및 그 

외 사용하기 쉬운 컨베이어 모듈 등이 있습니다.

Interroll은 23,000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으로는 엔지니어링 전문가와 

지역 설비 제조업체, 사용자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과 시스템 통합업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Interroll은 28개국에서 1,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 Swiss Exchange)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Sant‘Antonino에 소재한 전략적 

지주회사의 관리하에 두 가지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lobal Sales & Service"는 

정해진 목표 시장에 따라 모든 Interroll 제품군의 

마케팅과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Products 

& Technology"는 전 세계 연구 센터(Centres 

of Excellence)와 기타 생산 현장을 감독하면서 

R&D, 제품 관리 및 전략적 구매부터 생산 기술, 

제조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세계적인 
inteRRoll 
그룹

Interroll은 단위 화물 처리 시

스템, 내부 물류 및 자동화 부

문의 핵심 제품을 제조하는 세

계적인 선도 기업입니다.

Interroll

회사 약력

Interroll의 주요 시장 제조업 소포, 우편 및 

급송 택배

항공 산업식&음료업 보건의료업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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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및 분배

수백만 개의 화물들이 매일 전 세계 물류 

유통망을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층 더 

다양화되고 개별화된 제품들이 정시에 정확한 

곳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향으로 

경제적인 물류 솔루션을 갖춘 첨단의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Interroll의 최신 

컨베이어 모듈과 서브시스템이 여러분의 물류 

시스템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 Crossbelt Sorter

• 벨트 커브 및 벨트 머지 

• 무선압 인텔리베이어 컨베이어 모듈

• 롤러 컨베이어

• 벨트 컨베이어

공장에서 정밀하게 사전 조립되어 신속하게 

배송되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컨베이어 

모듈과 서브시스템으로 손쉽게 거대한 통합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모듈 

및 서브시스템은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사용의 간편함과 뛰어난 

성능, 탁월한 효율성, 최단의 투자회수기간(2-3

년), 변화에 대한 적응성 등.

스토리지 및 피킹

효율적이며 사용자 친화적: 다이내믹 스토리지 

솔루션은 에너지 사용 없이 운영됩니다. 

손님들을 위해 빨리 이송하고 피킹해야 하는 

제품의 입, 출입이 빈번한 곳(예: 식품)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원리는 매우 독창적이며 

간단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FIFO(First in - 

First out, 선입 선출) 원리로 알려져 있으며 먼저 

입고된 물품이 항상 먼저 출고됩니다. 혹은 

LIFO(Last in - First out, 후입 선출)는 마지막 

입고된 제품이 항상 먼저 출고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최소 공간의 사용을 극대화시킵니다. 

우리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그들의 제품만큼이나 

다양합니다. Interroll은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설계 옵션을 제공합니다.

• 플로우 스토리지

• 휠 플로우

• 푸시백

• 플렉스 플로우

피킹 타임은 매우 정확합니다. 투자회수시간

(ROI)은 2년 미만입니다. 물론 „Just in Time“은 

기본입니다.

inteRRoll  - 

내부 물류의 

핵심

이송

풍부한 경험을 갖춘 Interroll은 성공한 설계자와 

개발자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다목적인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컨베이어 롤러

• 드럼 모터 및 아이들러 풀리

• 24V DC 구동장치(RollerDrives)

• RollerDrive 및 드럼 모터용 컨트롤러

Interroll의 제품 구성은 전 세계 모든 부문의 

다이내믹하고 효율적인 물류를 위한 검증된 

품질 표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terroll

은 제품의 운반, 어큠, 삽입, 제거와 합류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동 또는 무구동, 축적 

선압의 유무에 관계없이 새로운 플랜트 혹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구동 솔루션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고객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입니다.

Interroll의

내부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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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타 Interroll 제품 정보는 www.interroll.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inteRRoll  – 
물류 솔루션의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최고의 글로벌 기업

 1 FIFO - 팔레트 플로우 스토리지 모듈(컨베이어 롤러)

 2 LIFO - 팔레트 플로우 스토리지 모듈(컨베이어 롤러)

 3 LIFO - 팔레트 플로우 스토리지 모듈(카트 푸시백)

 4 카톤 플로우가 있는 오더 피킹 랙(롤러 트랙)

 5 Flex Flow가 있는 오더 피킹 랙

 6 드럼 모터, 아이들러 풀리 및 브래킷

 7 24V DC RollerDrives 및 제어장치

 8 컨베이어 롤러 및 액세서리

 9 아이들러 풀리

10 Crossbelt Sorter
11 벨트 커브

12 벨트 컨베이어 모듈

13 ZPA(무선압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용 

 Intelliveyor 모듈

Interroll 솔루션

경량물 이송용 페이지 8

중중량물 이송용 페이지 24

중량물 이송용 페이지 114

Interroll

제품 개요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페이지 168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8 9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경량물 이송용 제품

컨베이어 롤러 모든 롤러 컨베이어의 기본 페이지 10

경량물 이송용 솔루션

이 제품군으로 최대 중량 35 kg, 컨베이어 속도 1.5 m/s의 인쇄기용 종이, 제약 및 

음료병 박스, 소형 플라스틱 박스, 카톤 박스 등 경량 및 중중량 롤러 컨베이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허용하중은 컨베이러 롤러당 최대 350 N 입니다.

개요

중중량물 이송용 솔루션 페이지 24 중량물 이송용 솔루션 페이지 114



10 11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컨 베 이 어  롤 러  개 요

 부드럽게 구동되는 컨베이어 롤러 슬라이드 베어링 컨베이어 롤러 경량 컨베이어 롤러 테이퍼형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100 시리즈 1500 시리즈 1700 light 시리즈 3500KXO light

최대 허용하중 350 N 120 N 150 N 150 N

이용 범위 무구동 습윤 지역 유니버설 고정식 구동장치 커브

구동장치 개념     

무구동 ü ü ü ü

평벨트   ü ü  

원형 벨트       ü

체인        

타이밍 벨트        

PolyVee 벨트        

 페이지 12 페이지 16 페이지 18 페이지 22

컨베이어 롤러

개요

중중량물 이송용 컨베이어 롤러 페이지 26 중량물 이송용 컨베이어 롤러 페이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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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35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0.3 m/s
온도 범위 -5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프로필렌
씰 폴리프로필렌
볼 탄소강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1.4301

 

동적 하중 및 표면 하중은 허용하중의 가정 사항입니다. 축 유형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 재료 관 Ø

mm

축 Ø

mm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설치 길이 - 단위: mm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PVC 16 x 1.0 5 33 7 3 2 – – – – – – – –

20 x 1.5 6 90 20 10 5 – – – – – – – –

30 x 1.8 8 120 100 40 20 15 10 – – – – – –

40 x 2.3 8 180 180 130 70 40 30 – – – – – –

50 x 2.8 8/10 350 350 310 165 100 70 – – – – – –

스틸 16 x 1.0 5 50 50 50 50 – – – – – – – –

20 x 1.5 6 90 90 90 90 90 90 90 – – – – –

50 x 1.5 10/12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알루미늄 20 x 1.5 6 90 90 90 90 85 60 43 – – – – –

허용하중

제품 설명

• 비용 효율적인 부식 방지의 무구동 롤러 
 - 스테인리스 스틸 볼 사용

• 이송물의 부드러운 측면 밀림
 - 롤러 양 끝단 곡면 처리

• 굵고 거친 먼지 및 액체로부터 베어링 보호
 - 일체형 홈

• 청결성
 - 매끈한 표면

• 실내용 컨베이어 기술

• 무구동용으로만 사용

• 특수 스틸 볼 베어링 및 폴리프로필렌의 관 사용으로 부드럽게 사용되는 무소음 정밀 롤러

• 베어링 시트가 빠지지 않도록 베어링 하우징 조립 시 직경이 30 mm가 넘는 관을 이용한 폼-휘

트 방식 사용

• 플랫폼 1100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부드럽게 작동하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100
컨베이어 롤러

무구동

시리즈 1100최소의 힘으로 움직이는 무구동 롤러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10 컨베이어 휠 페이지 146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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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고정-축 치수

축 Ø

mm

관 Ø

mm

RL

mm

AGL

mm

F

mm
5 16 EL - 5 EL + 12 10.5
6 20 EL - 5 EL + 12 10.5
8 30 EL - 5 EL + 16 8.5
8 40 EL - 5 EL + 16 11
8 50 EL - 10 EL + 16 11
10 50 EL - 10 EL + 20 11

암나사 축의 치수(M8 x 15)

축 Ø

mm

관 Ø

mm

RL

mm

AGL

mm

F

mm
12 50 EL - 10 EL 11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전기 방지 버전

• 관의 표면 특수 처리
 - 열처리
 - 브러시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관

제품 선택

스프링-고정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Ø 5 mm Ø 6mm Ø 8mm Ø 10mm
PVC 16  x  1 스테인리스 스틸 1.1B5.S16.A50

20 x 1.5 표준 1.1AZ.N21.D03
20 x 1.5 스테인리스 스틸 1.1AZ.S20.D03
30 x 1.8 표준 1.1DJ.S31.E03
30 x 1.8 스테인리스 스틸 1.1DK.S31.G03
40 x 2.3 표준 1.1DL.S40.E03
40 x 2.3 스테인리스 스틸 1.1DM.S40.E03
50 x 2.8 표준 1.1EJ.SAA.EAB 1.1EL.SAA.HAC
50 x 2.8 스테인리스 스틸 1.1EK.SAA.GAB 1.1EM.SAA.KAC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16  x  1 스테인리스 스틸 1.1B5.N10.A50
20 x 1.5 스테인리스 스틸 1.1AZ.N21.D03
50 x 1.5 스테인리스 스틸 1.1ED.NAA.KAC

아연도금 
스틸

50 x 1.5 표준 1.1EC.JAA.HAC

알루미늄, 
피막 처리

20 x 1.5 스테인리스 스틸 1.1AZ.A2D.D03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Ø 12mm(M8 x 15)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50 x 1.5 스테인리스 스틸 1.1EF.NAA.MAS
아연도금 스틸 50 x 1.5 표준 1.1EE.JAA.LAE

참조 번호의 예: 1.1EJ.SAA.EAB - 490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100, PVC, 관 Ø 50 mm, 표준 볼 베어링, 축 Ø 8 mm, 
스프링 고정이며 및 참조 길이 490 mm용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과 같은 스프링-고정 축의 

치수 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L = EL - 10. 측면당 0.5 mm 의 축방향 유격은 이미 고려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10 = 490 mm.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F 베어링 어셈블리의 길이(축방향 간격 포함)

*참조 길이/주문 길이 RL은 컨베이어 롤러에 기준 가장자리가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표준

주문 예

치수

부드럽게 작동하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100
컨베이어 롤러

무구동

시리즈 1100최소의 힘으로 움직이는 무구동 롤러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10 컨베이어 휠 페이지 146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 직경(Ø)이 30 mm보다 큰 관 슬리브
 - 연성 PVC 슬리브
 - Ø 50 mm용 PU 슬리브
 - 고무 코팅

0.50.5

F F

EL

AGL

0.5 0.5

F F

EL = AGL



16 17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롤러 길이에 따른 허용하중

관 재료 관 Ø

mm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설치 길이 - 단위: mm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PVC 30 x 1.8 50 50 35 20 12 – – –

50 x 2.8 120 120 120 120 95 65 48 35
스틸 30 x 1.2 50 50 50 50 50 50 50 50

50 x 1.5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제품 선택

축 핀 축 버전

관 베어링 구조

 

축 핀

재질 Ø mm Ø 6mm
PVC 30 x 1.8 슬라이드 베어링 1.5AB.S3B.00C

50 x 2.8 슬라이드 베어링 1.5AF.SAA.00C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30 x 1.2 슬라이드 베어링 1.5AA.N31.00C

50 x 1.5 슬라이드 베어링 1.5AE.NAA.00C
아연도금 스틸 30 x 1.2 슬라이드 베어링 1.5AA.J31.00C

50 x 1.5 슬라이드 베어링 1.5AE.JAA.00C

참조 번호의 예: 1.5AF.SAA.00C - 490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100, PVC, 관 Ø 50 mm, 축 핀 Ø에 6 mm 참조 길이 490 mm용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과 같이 치수가 표시된 도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L = EL - 10. 측면당 0.5 mm 

의 축방향 유격은 이미 고려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10 = 490 mm.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관 슬리브
 - 연성 PVC 슬리브
 - Ø 50 mm용 PU 슬리브
 - 고무 코팅

표준

주문 예

제품 설명

• 슬라이드 베어링 컨베이어 롤러, 기존 세제를 이용한 청소에 적합
 - 외부 슬라이딩 베어링 및 롤러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압착 베어링 하우징

• 부식 방지형 컨베이어 롤러
 - 스테인리스 스틸 샤프트 핀, PVC/스테인리스 스틸 튜브, 폴리프로필렌 베어링 하우징

• 내구성이 있고 부드럽게 구동되는 슬라이드 베어링 컨베이어 롤러
 - POM + PTFE로 제조된 내마모성의 외부 슬라이드 베어링

• 위생 규정을 준수하는 식품 부문

• 습윤 지역

• 구동 및 무구동 컨테이너 컨베이어 기술

• 중량 20 kg의 이송물에 적합

• 벽 두께가 최대 2.5 mm이고 육각 구멍이 11 mm (+0.3 / +0.8 mm)인 프로파일에 고정시켜 주

는 슬라이딩 베어링 클립

• 스테인리스 스틸 축 핀

• 컨베이어 롤러를 삽입 및 분리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슬라이딩 베어링 클립 분리

• 플랫폼 1500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12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0.8 m/s
온도 범위 -10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프로필렌
축 핀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슬라이드 베어링 폴리옥시메틸렌

허용하중은 롤러의 길이, 이송물의 중량, 컨베이어의 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속도에 따른 허용하중

관 Ø

mm

속도

m/s

최대 허용하중

N
30 0.25 50

0.80 40
50 0.25 120

0.80 85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허용하중

슬라이드 베어링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500
컨베이어 롤러

습윤 지역

시리즈 1500밀폐형, 습윤 지역에 이상적, 위생 요건 준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10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치수

• 관의 표면 특수 처리
 - 브러시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관

RL

EL = RL + 10



18 19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선택

스프링-고정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Ø 6mm Ø 8mm
PVC 20 x 1.5 689 2Z 1.72A.S20.BAC

30 x 1.8 689 2Z 1.73C.S31.BAC
스틸 20 x 1.5 689 2Z 1.73A.J20.BAC 1.72A.J20.EAN

30 x 1.2 689 2Z 1.73A.J31.BAC 1.731.J31.EAN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Ø 8mm (M5 x 12)
PVC 20 x 1.5 689 2Z 1.72B.S20.EAJ

30 x 1.8 689 2Z 1.730.S31.EAJ
스틸 20 x 1.5 689 2Z 1.72B.J20.EAJ

30 x 1.2 689 2Z 1.731.J31.EAJ

참조 번호의 예: 1.72A.J20.EAN - 495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 light용으로 스틸, 관 Ø 20 mm, 축 Ø 8 mm, 스프링 고정 

축이며 참조 길이는 495 mm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의 스프링-고정 축의 치수 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L = EL - 5. 측면당 0.5 mm 의 축방향 유격은 이미 고려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 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5 = 495 mm.

표준

주문 예

제품 설명

•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저소음 컨베이어 롤러
 - 정밀 볼 베어링, 폴리머 베어링 하우징 및 씰

• 전체 범위
 - 구동 및 무구동 컨베이어 롤러, 커브용 롤러

• 축하중 가능
 - 볼 베어링에 의한 축방향 힘 전환

• 작은 피치 가능
 - Ø 20 mm 및 Ø 30 mm

• 소형 이송물의 실내 이송

• 기계 체인

• 포장 산업

• 자동 조립

• 밀봉된 정밀 볼 베어링(689 2RZ)

• 측면 작업의 편리를 위한 롤러 양 끝단 곡면 처리

• 플랫폼 1700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15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1.5 m/s
온도 범위 -5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아미드
씰 폴리프로필렌
볼 베어링 스틸 689 2Z

허용하중은 롤러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축 유형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질 관 Ø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mm 설치 길이 - 단위: mm

100 200 300 400 500 600
PVC 20 x 1.5 150 50 10 – – –

30 x 1.8 150 150 60 20 10 –

스틸 20 x 1.5 150 150 150 150 150 150
30 x 1.2 150 150 150 150 150 140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허용하중

경량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  l ight
컨베이어 롤러
유니버설
시리즈 
1700 light소형 이송물을 위한 작은 직경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10 테이퍼형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KXO 페이지 22



20 21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F 베어링 어셈블리의 길이(축방향 간격 포함)

*참조 길이/주문 길이 RL은 컨베이어 롤러에 기준 가장자리가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스프링 고정-축 치수

축 Ø
mm

관 Ø
mm

RL
mm

AGL
mm

F
mm

6 20 EL - 5 EL + 10 10.5
6 30 EL - 5 EL + 10 8.5
8 20 EL - 5 EL + 16 10.5
8 30 EL - 5 EL + 16 8.5

암나사 축 M5 x 12용 치수

축 Ø

mm

관 Ø

mm

RL

mm

AGL

mm

F

mm
8 20 EL - 5 EL 10.5
8 30 EL - 5 EL 8.5

치수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전기 방지 버전(관 재료가 PVC인 것은 불가)

• Ø 30 mm용 관 슬리브
 - 연성 PVC 슬리브
 - 고무 코팅

경량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  l ight
컨베이어 롤러
유니버설
시리즈 
1700 light소형 이송물을 위한 작은 직경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10 테이퍼형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KXO 페이지 22

0.5 0.5

F F

EL

AGL

0.5 0.5

F F

EL = AGL



22 23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선택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토오크 전달 롤러 길이 최소 Ø 최대 Ø Ø 8mm(M5 x 12)

mm mm mm
스틸 원형 벨트 헤드 150 23.4 31.4 689 2Z 3.52K.K21.EAK

200 23.4 34.5 689 2Z 3.52K.K22.EAK
250 23.4 37.7 689 2Z 3.52K.K23.EAK
300 23.4 40.8 689 2Z 3.52K.K24.EAK
350 23.4 43.9 689 2Z 3.52K.K25.EAK
400 23.4 47.1 689 2Z 3.52K.K26.EAK
450 23.4 50.2 689 2Z 3.52K.K27.EAK
500 23.4 53.4 689 2Z 3.52K.K28.EAK

참조 번호의 예: 3.52K.K28.EAK - 500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KXO light용으로 스틸, 설치 길이 510 mm, 축 Ø 8 mm, 
암나사 축이며 참조 길이는 500 mm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과 같이 치수가 표시된 도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L = EL - 10. 측면당 0.5 mm 의 축방향 유격은 이미 고려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 51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10 - 10 = 500 mm.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암나사 축 M6 x 15용 치수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식 방지성 스틸로 만든 내부 관

표준

주문 예

치수

제품 설명

• 소형 치수
 - 작은 내부 반경: 357.5 mm

• 무구동 및 고정식 구동장치용 표준 제품
 - 원형 벨트 구동장치용 일체형 구동장치 헤드

• 작은 피치 가능
 - 관 직경 Ø 23.4 mm ~ Ø 53.4 mm

• 소형 이송물의 실내 이송

• 기계 체인

• 포장 산업

• 자동 조립

• 밀봉된 정밀 볼 베어링(689 2Z)

• 측면 작업의 편리를 위한 롤러 양 끝단 곡면 처리

• 플랫폼 1700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RL 독립적 15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0.8 m/s
온도 범위 -5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아미드
씰 폴리프로필렌
볼 베어링 스틸 689 2Z
테이퍼형 부품 폴리프로필렌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테이퍼형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KXo  l ight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 커브
시리즈 
3500KXO light최소의 힘으로 움직이는 무구동 롤러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10 시리즈 1700 라이트 페이지 18

17.512.5

0.5 0.5

5

Ø
 2

0
EL = AGL = RL + 10

5RL



24 25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중중량물 이송용 제품

컨베이어 롤러 모든 롤러 컨베이어의 기본 페이지 26
RollerDrives 구동장치가 있는 롤러 페이지 82

DriveControls RollerDrives용 제어장치 페이지 102

중중량물 이송용 솔루션

이 제품군의 범위에서 최대 중량 500 kg, 최대 컨베이어 속도 2 m/s의 중중량물, 
예를 들어 조립 라인, 오더 피킹 시스템, 컨테이너 컨베이어 기술 등의 컨베이어를 

구성할 수 잇습니다. 이 제품의 최대 허용하중은 컨베이어 롤러당 3,000 N 입니다.

개요

경량물 이송용 솔루션 페이지 8 중량물 이송용 솔루션 페이지 114



26 27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컨 베 이 어  롤 러  개 요

 

부드럽게 구동

되는 컨베이어 

롤러

스틸 컨베이어 

롤러 

슬라이드 베어

링 컨베이어 

롤러

유니버설 컨베

이어 롤러 

테이퍼형 유니

버설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 컨

베이어 롤러 

테이퍼형 고정

식 구동 컨베이

어 롤러

고하중용 컨베이

어 롤러 

마찰식 어큠 컨

베이어 롤러 

이중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이중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100 시리즈 1200 시리즈 1500 시리즈 1700
시리즈 

1700KXO
시리즈 3500

시리즈 

3500KXO
시리즈 3560 시리즈 3800 시리즈 3860 시리즈 3870

최대 허용하중 350 N 1,200 N 120 N 3,000 N 500 N 2,000 N 500 N 3,000 N 500 N 1,300 N 500 N

이용 범위 무구동 냉/온 습윤 지역 유니버설 커브
고정식 
구동장치

고정식 구동장치 
커브

고정식 구동장치 마찰식 어큠
이중 마찰식 
중중량 - 중량

이중 마찰식 
중중량

구동장치 개념            

무구동 ü ü ü ü ü            

평벨트   ü ü ü ü ü          

원형 벨트       ü ü ü ü        

체인           ü ü ü ü ü ü

타이밍 벨트           ü     ü    

PolyVee 벨트           ü ü        

 페이지 28 페이지 32 페이지 36 페이지 38 페이지 46 페이지 50 페이지 56 페이지 62 페이지 66 페이지 74 페이지 78

컨베이어 롤러

개요

경량물 이송용 컨베이어 롤러 페이지 10 중량물 이송용 컨베이어 롤러 페이지 116



28 29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35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0.3 m/s
온도 범위 -5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프로필렌
씰 폴리프로필렌
볼 탄소강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1.4301

 

동적 하중 및 표면 하중은 허용하중의 가정 사항입니다. 축 유형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 재료 관 Ø

mm

축 Ø

mm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설치 길이 - 단위: mm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PVC 16 x 1.0 5 33 7 3 2 – – – – – – – –

20 x 1.5 6 90 20 10 5 – – – – – – – –

30 x 1.8 8 120 100 40 20 15 10 – – – – – –

40 x 2.3 8 180 180 130 70 40 30 – – – – – –

50 x 2.8 8/10 350 350 310 165 100 70 – – – – – –

스틸 16 x 1.0 5 50 50 50 50 – – – – – – – –

20 x 1.5 6 90 90 90 90 90 90 90 – – – – –

50 x 1.5 10/12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알루미늄 20 x 1.5 6 90 90 90 90 85 60 43 – – – – –

허용하중

제품 설명

• 비용 효율적인 부식 방지의 무구동 롤러 
 - 스테인리스 스틸 볼 사용

• 이송물의 부드러운 측면 밀림
 - 롤러 양 끝단 곡면 처리

• 굵고 거친 먼지 및 액체로부터 베어링 보호
 - 일체형 홈

• 청결성
 - 매끈한 표면

• 실내용 컨베이어 기술

• 무구동용으로만 사용

• 특수 스틸 볼 베어링 및 폴리프로필렌의 관 사용으로 부드럽게 사용되는 무소음 정밀 롤러

• 베어링 시트가 빠지지 않도록 베어링 하우징 조립 시 직경이 30 mm가 넘는 관을 이용한 폼-휘

트 방식 사용

• 플랫폼 1100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부드럽게 작동하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100
컨베이어 롤러

무구동

시리즈 1100최소의 힘으로 움직이는 무구동 롤러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컨베이어 휠 페이지 146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30 31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스프링 고정-축 치수

축 Ø
mm

관 Ø
mm

RL
mm

AGL
mm

F
mm

5 16 EL - 5 EL + 12 10.5
6 20 EL - 5 EL + 12 10.5
8 30 EL - 5 EL + 16 8.5
8 40 EL - 5 EL + 16 11
8 50 EL - 10 EL + 16 11
10 50 EL - 10 EL + 20 11

암나사 축의 치수(M8 x 15)

축 Ø
mm

관 Ø
mm

RL
mm

AGL
mm

F
mm

12 50 EL - 10 EL 11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전기 방지 버전

• 관의 표면 특수 처리
 - 열처리
 - 브러시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관

제품 선택

스프링-고정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Ø 5 mm Ø 6mm Ø 8mm Ø 10mm
PVC 16  x  1 스테인리스 스틸 1.1B5.S16.A50

20 x 1.5 표준 1.1AZ.N21.D03
20 x 1.5 스테인리스 스틸 1.1AZ.S20.D03
30 x 1.8 표준 1.1DJ.S31.E03
30 x 1.8 스테인리스 스틸 1.1DK.S31.G03
40 x 2.3 표준 1.1DL.S40.E03
40 x 2.3 스테인리스 스틸 1.1DM.S40.E03
50 x 2.8 표준 1.1EJ.SAA.EAB 1.1EL.SAA.HAC
50 x 2.8 스테인리스 스틸 1.1EK.SAA.GAB 1.1EM.SAA.KAC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16  x  1 스테인리스 스틸 1.1B5.N10.A50
20 x 1.5 스테인리스 스틸 1.1AZ.N21.D03
50 x 1.5 스테인리스 스틸 1.1ED.NAA.KAC

아연도금 
스틸

50 x 1.5 표준 1.1EC.JAA.HAC

알루미늄, 
피막 처리

20 x 1.5 스테인리스 스틸 1.1AZ.A2D.D03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Ø 12mm(M8 x 15)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50 x 1.5 스테인리스 스틸 1.1EF.NAA.MAS
아연도금 스틸 50 x 1.5 표준 1.1EE.JAA.LAE

참조 번호의 예: 1.1EJ.SAA.EAB - 490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100, PVC, 관 Ø 50 mm, 표준 볼 베어링, 축 Ø 8 mm, 

스프링 고정이며 및 참조 길이 490 mm용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과 같은 스프링-고정 축의 

치수 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L = EL - 10. 측면당 0.5 mm 의 축방향 유격은 이미 고려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10 = 490 mm.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F 베어링 어셈블리의 길이(축방향 간격 포함)

*참조 길이/주문 길이 RL은 컨베이어 롤러에 기준 가장자리가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표준

주문 예

치수

부드럽게 작동하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100
컨베이어 롤러

무구동

시리즈 1100최소의 힘으로 움직이는 무구동 롤러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컨베이어 휠 페이지 146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 직경(Ø)이 30 mm보다 큰 관 슬리브
 - 연성 PVC 슬리브
 - Ø 50 mm용 PU 슬리브
 - 고무 코팅

0.50.5

F F

EL

AGL

0.5 0.5

F F

EL = AGL



32 33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1,20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0.8 m/s
온도 범위 -28 ~ +8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아연도금 스틸
볼 베어링 스틸, 열처리된 연속형 그루브

동적 하중 및 표면 하중은 허용하중의 가정 사항입니다.

스프링-고정 축 버전

관 재료 볼 

베어링

관 Ø 축 Ø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mm mm 설치 길이 - 단위: mm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400 1,600
아연도금 
스틸

금속 볼 
베어링, 
열처리

30 x 1.2 8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 – – –

50 x 1.5 1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920 825 750 640 560 440

암나사 축 버전

관 재료 볼 

베어링

관 Ø 축 Ø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mm mm 설치 길이 - 단위: mm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400 1,600
아연도금 
스틸

금속 볼 
베어링, 
열처리

50 x 1.5 12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100 780 570 440

허용하중

제품 설명

• 견고하고 단단하며 완벽한 스틸 컨베이어 롤러
 - 열처리된 작동 그루브가 있는 프레스식 아연도금 베어링 받침

•  이송물의 부드러운 측면 밀림
 - 롤러 양 끝단 곡면 처리

• 넓은 온도 범위: -28 °C ~ +80 °C

• 구동 및 무구동 컨테이너 컨베이어 기술

• 정전기 방지 버전

• 아연도금 스틸 베어링 하우징

• 컨베이어 롤러용으로 최적화된 볼 베어링 모양, 더 큰 베어링 편향 허용

• 플랫폼 1200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스틸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200
컨베이어 롤러

콜드/웜

시리즈 1200극한 온도용의 완벽한 스틸 컨베이어 롤러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34 35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스프링 고정-축 치수

축 Ø

mm

관 Ø

mm

RL

mm

AGL

mm

F

mm
8 30 EL - 6 EL + 16 4
10 50 EL - 6 EL + 20 4

암나사 축의 치수(M8 x 15)

축 Ø

mm

관 Ø

mm

RL

mm

AGL

mm

F

mm
12 50 EL - 6 EL 4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플랜지

• 관의 표면 특수 처리
 - 열처리

제품 선택

스프링-고정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Ø 8mm Ø 10mm
아연도금 스틸 30 x 1.2 금속 볼 베어링, 열처리 1.2A2.J31.E9F

50 x 1.5 금속 볼 베어링, 열처리 1.2MG.JAA.H97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Ø 12mm(M8 x 15)
아연도금 스틸 50 x 1.5 금속 볼 베어링, 열처리 1.2MH.JAA.L04

참조 번호의 예: 1.2A2.J31.E9F - 494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200용으로 관 Ø 30 mm, 축 Ø 8 mm, 스프링 고정 축이며 

참조 길이  494 mm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의 스프링-고정 축의 치수 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L = EL - 6. 측면당 0.5 mm 의 축방향 유격은 이미 고려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의 

내측 폭은 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6 = 494 mm.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F 베어링 어셈블리의 길이(축방향 간격 포함)

표준

주문 예

치수

스틸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200
컨베이어 롤러

콜드/웜

시리즈 1200극한 온도용의 완벽한 스틸 컨베이어 롤러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0.5 0.5

RLF F

EL

AGL

0.5 0.5

RLF F

EL = AGL



36 37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롤러 길이에 따른 허용하중

관 재료 관 Ø

mm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설치 길이 - 단위: mm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PVC 30 x 1.8 50 50 35 20 12 – – –

50 x 2.8 120 120 120 120 95 65 48 35
스틸 30 x 1.2 50 50 50 50 50 50 50 50

50 x 1.5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제품 선택

축 핀 축 버전

관 베어링 구조

 

축 핀

재질 Ø mm Ø 6mm
PVC 30 x 1.8 슬라이드 베어링 1.5AB.S3B.00C

50 x 2.8 슬라이드 베어링 1.5AF.SAA.00C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30 x 1.2 슬라이드 베어링 1.5AA.N31.00C

50 x 1.5 슬라이드 베어링 1.5AE.NAA.00C
아연도금 스틸 30 x 1.2 슬라이드 베어링 1.5AA.J31.00C

50 x 1.5 슬라이드 베어링 1.5AE.JAA.00C

참조 번호의 예: 1.5AF.SAA.00C - 490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100, PVC, 관 Ø 50 mm, 축 핀 Ø에 6 mm 참조 

길이 490 mm용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과 같이 치수가 표시된 도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L = EL - 10. 측면당 0.5 mm 의 축방향 유격은 이미 고려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10 = 490 mm.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관 슬리브
 - 연성 PVC 슬리브
 - Ø 50 mm용 PU 슬리브
 - 고무 코팅

표준

주문 예

제품 설명

• 슬라이드 베어링 컨베이어 롤러, 기존 세제를 이용한 청소에 적합
 - 외부 슬라이딩 베어링 및 롤러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압착 베어링 하우징

• 부식 방지형 컨베이어 롤러
 - 스테인리스 스틸 샤프트 핀, PVC/스테인리스 스틸 튜브, 폴리프로필렌 베어링 하우징

• 내구성이 있고 부드럽게 구동되는 슬라이드 베어링 컨베이어 롤러
 - POM + PTFE로 제조된 내마모성의 외부 슬라이드 베어링

• 위생 규정을 준수하는 식품 부문

• 습윤 지역

• 구동 및 무구동 컨테이너 컨베이어 기술

• 중량 20 kg의 이송물에 적합

• 벽 두께가 최대 2.5 mm이고 육각 구멍이 11 mm (+0.3 / +0.8 mm)인 프로파일에 고정시켜 주

는 슬라이딩 베어링 클립

• 스테인리스 스틸 축 핀

• 컨베이어 롤러를 삽입 및 분리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슬라이딩 베어링 클립 분리

• 플랫폼 1500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12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0.8 m/s
온도 범위 -10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프로필렌
축 핀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슬라이드 베어링 폴리옥시메틸렌

허용하중은 롤러의 길이, 이송물의 중량, 컨베이어의 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속도에 따른 허용하중

관 Ø

mm

속도

m/s

최대 허용하중

N
30 0.25 50

0.80 40
50 0.25 120

0.80 85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허용하중

슬라이드 베어링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500
컨베이어 롤러

습윤 지역

시리즈 1500밀폐형, 습윤 지역에 이상적, 위생 요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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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치수

• 관의 표면 특수 처리
 - 브러시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관

RL

EL = RL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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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3,00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2.0 m/s
온도 범위 -5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아미드
씰 폴리프로필렌
볼 베어링 6003 2RZ / 스틸 6002 2RZ / 스틸 689 2Z 

허용하중은 축 버전, 관 직경 및 롤러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 

재료

축 버전 볼 

베어링

관 Ø 축 Ø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mm mm 설치 길이 - 단위: mm

200 300 400 600 800 1,000 1,300 1,600
PVC 스프링-

고정 축
6002 2RZ 50 x 2.8 8-10 660 280 150 65 36 – – –

스틸 스프링-
고정 축

689 2Z 30 x 1.2 8 150 150 150 150 – – – –

6002 2RZ 40 x 1.5 10-12 800 800 800 800 730 490 330 –

50 x 1.5 10 1,800 1,140 840 560 420 340 260 220
12 2,000 2,000 1,800 1,200 920 760 620 520
11 
육각형

2,000 2,000 1,640 1,020 780 640 520 440

60 x 1.5 10 1,630 1,130 830 540 400 320 250 200
12 2,000 2,000 1,740 1,160 870 700 580 460
11 
육각형

2,000 2,000 1,500 1,000 740 600 475 390

암나사 6002 2RZ 40 x 1.5 12 800 800 800 800 800 560 330 –

50 x 1.5 12 2,000 2,000 2,000 2,000 1,770 1,120 660 440
14 2,000 2,000 2,000 2,000 1,770 1,120 660 440
17 3,000 3,000 3,000 3,000 1,770 1,120 660 440

60 x 1.5 12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160 760
14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160 760

6003 2RZ 60 x 3.0 17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2,140 1,400
테이퍼형 
축-셔틀

6002 2RZ 50 x 1.5 11-12 
육각형

350 350 350 350 350 350 – –

허용하중

제품 설명

• 백만 번 이상 시험 실시
 - 이용 범위가 방대한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 조용한 컨베이어 롤러
 - 정밀 볼 베어링, 테크노폴리머 베어링 하우징 및 씰

• 굵고 거친 먼지 및 물로부터 볼 베어링 보호
 - 일체형 홈

• 축하중 가능
 - 볼 베어링에 의한 축방향 힘 전환

• 이송물의 부드러운 측면 밀림
 - 롤러 양 끝단 곡면 처리

• 실내용 컨베이어 기술

• 포장 상품용 구동 컨베이어

• 타이어 및 림 이송

• 밀봉된 정밀 볼 베어링(6002 2RZ, 6003 2RZ, 689 2Z)

• 베어링 하우징, 볼 베어링 및 씰에 꼭 맞는 축방향 고정

• 플랫폼 1700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
컨베이어 롤러

유니버설

시리즈 1700다용도 사용 - 중하중 이송을 위한 무소음 컨베이어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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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형 축-셔틀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토오크 전달 슬리브 8mm의 육각형, 셔틀 11mm의 육각형

아연도금 스틸 50 x 1.5 그루브 없음 – 6002 2RZ 1.7X7.JX5.V8T
2개의 그루브 PVC, 2mm 6002 2RZ 1.7X7.JCG.V8T
2개의 그루브 – 6002 2RZ 1.7X7.JAE.V8T
1개의 그루브 – 6002 2RZ 1.7X7.JAD.V8T

요청 시 표준 제품 외에 추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페이지 45 참조).

참조 번호 외에 참조 길이 RL과 옵션으로 그루브 및 관 슬리브 치수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참조 번호의 예: 1.7X5.JAA.VAB - 490

이 참조 번호는 관 Ø 50 mm, 아연도금 스틸로(그루브 축 버전 11 mm 육각형 스프링 고정 축 없음) 

참조 길이 490 mm의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용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의 스프링-고정 

축의 치수 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L = EL - 10. 측면당 0.5 mm 의 축방향 유격은 이미 고려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의 내측 폭은 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10 = 490 mm. 

주문 정보

주문 예

제품 선택

스프링-고정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토오크 전달 슬리

브

Ø 8mm Ø 10mm 11mm의 

육각형

Ø 12mm

PVC 50 x 2.8 그루브 없음 – 6002 2RZ 
스테인리스 
스틸

1.7XJ.SAA.GAB 1.7XK.SAA.KAC

그루브 없음 – 6002 2RZ 1.7X9.SAA.EAB 1.7X0.SAA.HAC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50 x 1.5 그루브 없음 – 6002 2RZ 
스테인리스 
스틸

1.7XQ.NAA.KAC 1.7XR.NAA.MB0

아연도금 
스틸

30 x 1.2 그루브 없음 – 6002 2RZ 1.72B.J20.EAN
그루브 없음 – 689 2Z 1.731.J31.EAN

40 x 1.5 그루브 없음 PVC, 
5mm

6002 2RZ 1.7W1.JF5.EAB 1.7W2.JF5.HAC 1.7W5.JF5.VAB 1.7W3.JF5.LAC

그루브 없음 – 6002 2RZ 1.7W2.JF4.HAC 1.7W5.JF4.VAB 1.7W3.JF4.LAC
50 x 1.5 1개의 그루브 – 6002 2RZ 1.7X2.JAD.HAC 1.7X5.JAD.VAB 1.7X3.JAD.LAC

2개의 그루브 PVC, 
2mm

6002 2RZ 1.7X2.JCG.HAC 1.7X5.JCG.VAB 1.7X3.JCG.LAC

2개의 그루브 – 6002 2RZ 1.7X2.JAE.HAC 1.7X5.JAE.VAB 1.7X3.JAE.LAC
그루브 없음 PVC, 

2mm
6002 2RZ 1.7X2.J72.HAC 1.7X5.J72.VAB 1.7X3.J72.LAC

그루브 없음 – 6002 2RZ 1.7X2.JAA.HAC 1.7X5.JAA.VAB 1.7X3.JAA.LAC
60 x 1.5 그루브 없음 – 6002 2RZ 1.7Y2.JAB.HAC 1.7Y5.JAB.VAB 1.7Y3.JAB.LAC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토오크 전달 슬리

브

Ø 12mm 

(M8 x 15)

Ø 14mm 

(M8 x 15)

Ø 17mm 

(M12 x 20)
아연도금 
스틸

40 x 1.5 그루브 없음 – 6002 2RZ 1.7W3.JF4.LAE 1.7W4.JF4.NAE
그루브 없음 PVC, 

5mm
6002 2RZ 1.7W3.JF5.LAE 1.7W4.JF5.NAE

50 x 1.5 그루브 없음 – 6002 2RZ 1.7X3.JAA.LAE 1.7X4.JAA.NAE
그루브 없음 PVC, 

2mm
6002 2RZ 1.7X3.J72.LAE 1.7X4.J72.NAE

그루브 없음 – 6003 2RZ 1.75K.JAA.RAA
2개의 그루브 PVC, 

2mm
6002 2RZ 1.7X3.JCG.LAE 1.7X4.JCG.NAE

2개의 그루브 – 6002 2RZ 1.7X3.JAE.LAE 1.7X4.JAE.NAE
1개의 그루브 – 6002 2RZ 1.7X3.JAD.LAE 1.7X4.JAD.NAE

60 x 1.5 그루브 없음 – 6002 2RZ 1.7Y3.JAB.LAE 1.7Y4.JAB.NAE
60 x 3.0 그루브 없음 – 6003 2RZ 1.75L.J63.RAA

표준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
컨베이어 롤러

유니버설

시리즈 1700다용도 사용 - 중하중 이송을 위한 무소음 컨베이어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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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형 축-셔틀 치수

축 Ø

mm

셔틀

mm
관 Ø

mm

RL

mm

AGL

mm

F

mm
8 육각형 11-12 육각형 50 EL - 10 EL 11

그루브 및 관 슬리브 주문 치수

그루브가 있는 버전

d

mm

d1

mm
40 28.3
50 38.4
60 48.4
80 68.4

그루브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F 베어링 어셈블리의 길이(축방향 간격 포함)

*참조 길이/주문 길이 RL은 컨베이어 롤러에 기준 가장자리가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스프링 고정-축 치수

축 Ø

mm

관 Ø

mm

RL

mm

AGL

mm

F

mm
8 30 / 40 / 50 EL - 10 EL + 16 8.5 / 11 / 11
10 40 / 50 / 60 EL - 10 EL + 20 11
12 50 / 60 EL - 10 EL + 24 11
11 육각형 50 / 60 EL - 10 EL + 22 11

암나사 축 치수

축 Ø

mm

나사

mm
관 Ø

mm

RL

mm

AGL

mm

F

mm
12 M8 x 15 40 / 50 / 60 EL - 10 EL 11
14 M8 x 15 50 / 60 / 80 EL - 10 EL 11
17 M12 x 20 50 / 60 EL - 10 EL 11

치수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
컨베이어 롤러

유니버설

시리즈 1700다용도 사용 - 중하중 이송을 위한 무소음 컨베이어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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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5

F F

EL

AGL

0.5 0.5

F F

EL = AGL

F F

EL

AGL = EL + 25

R 5min. 30A (min. 35)

B (max. 125)

EL = AGL

D (min. 35)

d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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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슬리브, 컷 포함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전기 방지 버전(그루브가 있는 컨베이어 롤러에서는 기본)

• 기타 관 재료
 - 알루미늄

• 관의 표면 특수 처리
 - 열처리
 - 브러시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관

• 관 슬리브
 - 연성 PVC 슬리브
 - Ø50 mm용 PU 슬리브
 - 고무 코팅

• 기타 축 버전
 - 무축 버전
 - 면취 가공 축
 - 수나사 축

• 볼 베어링에 대한 윤활 옵션
 - 오일 처리
 - 윤활유 처리(기본)

• 민감한 이송물 운송용

• 소음도 감소

• 마찰 계수 향상

• 속도 감소

슬리브 최소 폭은 50 mm이고, 최소 설치 길이(EL)는 100 mm임에 유의하십시오.

관 슬리브가 있는 컨베이어 롤러를 주문하실 때에는 관련 치수 A - D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PVC 슬리브 포함

그루브 및 PVC 슬리브 포함

관 슬리브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
컨베이어 롤러

유니버설

시리즈 1700다용도 사용 - 중하중 이송을 위한 무소음 컨베이어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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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 백만 번 이상 시험을 실시한 표준 제품 
 -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 기반

• 뛰어난 초기 구름성
 - 테이퍼형 폴리프로필렌 성분으로 인한 낮은 총 중량

• 마모 방지, 저소음, 내충격성 및 내후성
 - 테이퍼형 테크노폴리머 성분

• 실내 이송

• 무구동 또는 벨트 구동장치

• 크레이트 및 컨테이너용 커브

• 밀봉된 정밀 볼 베어링(6002 2RZ)

• 테이퍼용 엔드캡

• 플랫폼 1700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RL 독립적 50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2.0 m/s
온도 범위 -5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아미드
씰 폴리프로필렌
볼 베어링 스틸 6002 2RZ
테이퍼형 부품 폴리프로필렌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테이퍼형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KXo
컨베이어 롤러
커브
시리즈 1700KXO무구동 및 구동 커브를 위한 표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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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택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토오크 전달

 

롤러 길이 최소 Ø 최대 Ø Ø 14mm(M8 x 15) 

mm mm mm
아연도금 스틸 그루브 없음 250 55,6 71,2 6002 2RZ 1.7H4.HE2.NAE

300 52.5 71.2 6002 2RZ 1.7H4.HF3.NAE
350 55.6 77.6 6002 2RZ 1.7H4.HE3.NAE
400 52.5 77.6 6002 2RZ 1.7H4.HF4.NAE
450 55.6 84.0 6002 2RZ 1.7H4.HE4.NAE
500 52.5 84.0 6002 2RZ 1.7H4.HF5.NAE
550 55.6 90.4 6002 2RZ 1.7H4.HE5.NAE
600 52.5 90.4 6002 2RZ 1.7H4.HF6.NAE
650 55.6 96.8 6002 2RZ 1.7H4.HE6.NAE
700 52.5 96.8 6002 2RZ 1.7H4.HF7.NAE
750 55.6 103.2 6002 2RZ 1.7H4.HE7.NAE
800 52.5 103.2 6002 2RZ 1.7H4.HF8.NAE
850 55.6 109.6 6002 2RZ 1.7H4.HE8.NAE
900 52.6 109.6 6002 2RZ 1.7H4.HF9.NAE

2개의 그루브 250 55.6 64.8 6002 2RZ 1.7H4.HG2.NAE
300 52.5 64.8 6002 2RZ 1.7H4.HH3.NAE
350 55.6 71.2 6002 2RZ 1.7H4.HG3.NAE
400 52.5 71.2 6002 2RZ 1.7H4.HH4.NAE
450 55.6 77.6 6002 2RZ 1.7H4.HG4.NAE
500 52.5 77.6 6002 2RZ 1.7H4.HH5.NAE
550 55.6 84.0 6002 2RZ 1.7H4.HG5.NAE
600 52.5 84.0 6002 2RZ 1.7H4.HH6.NAE
650 55.6 90.4 6002 2RZ 1.7H4.HG6.NAE
700 52.5 90.4 6002 2RZ 1.7H4.HH7.NAE
750 55.6 96.8 6002 2RZ 1.7H4.HG7.NAE
800 52.5 96.8 6002 2RZ 1.7H4.HH8.NAE
850 55.6 103.2 6002 2RZ 1.7H4.HG8.NAE
900 52.5 103.2 6002 2RZ 1.7H4.HH9.NAE

참조 번호의 예: 1.7H4.HF5.NAE - 490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KXO용으로 그루브가 없는 아연도금 스틸, 롤러 

길이 500 mm, 축 Ø 14 mm, 암나사 축이며 참조 길이는 490 mm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과 

같이 치수가 표시된 도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L = EL - 10. 측면당 0.5 mm 의 축방향 유격은 

이미 고려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 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10 = 490 mm. 

주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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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참조 길이/주문 길이 RL은 컨베이어 롤러에 기준 가장자리가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아연도금 스틸 관의 테이퍼형 부품용 치수

두 개의 그루브가 있는 아연도금 스틸 관의 테이퍼형 부품용 치수

치수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커브 반경 650 mm

• 내부 또는 외부 반경에 베어링 관 돌출 

 

한쪽 또는 양쪽 끝단의 관 돌출을 주문할 때에는 다음 치수, 즉 커브 내부 반경에서의 치수 A와 

커브 외부 반경에서의 치수 B가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만 관 돌출이 필요한 경우 기타 치수에는 0을 

입력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기타 관 버전에 대해서는 Interroll 고객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루브가 없는 양쪽

• 커브 내부 반경의 그루브

• 커브 외부 반경의 그루브

주문 정보

테이퍼형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KXo
컨베이어 롤러
커브
시리즈 1700KXO무구동 및 구동 커브를 위한 표준 솔루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RollerDrives 페이지 82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0.50.5

11

EL = AGL

5

0.5 0.5

5

EL = AGL

11

R 5

min. 30min. 35

max. 125 8

A

EL = AGL

B



50 51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2,00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2 m/s (체인 구동장치 포함 0.5 m/s)
온도 범위 -5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아미드
구동장치 헤드 폴리아미드 / 스틸
씰 폴리프로필렌
볼 베어링 스틸 6002 2RZ

허용하중은 롤러 길이, 관 직경 및 토오크 전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나사 축 버전

관 재료 볼 베어링 토오크 전달 관 Ø 축 Ø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mm mm 설치 길이 - 단위: mm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PVC 6002 2RZ 폴리머 스프로킷 

Z = 11
50 x 2.8 14 300 300 110 40 – – –

1 & 2열 폴리머 
스프로킷 Z = 14

50 x 2.8 14 350 265 90 50 – – –

타이밍 벨트 헤드 
Z = 18

아연도금 
스틸

6002 2RZ 폴리머 스프로킷 
Z = 11

50 x 1.5 14 300 300 300 300 300 290 250

1 & 2열 폴리머 
스프로킷 Z = 14

50 x 1.5 14 1,500 1,500 1,450 1,410 1,370 910 650

타이밍 벨트 헤드 
Z = 18

50 x 1.5

원형 벨트 헤드 &
PolyVee 헤드

50 x 1.5 14 350 350 350 350 350 350 350

1 & 2열 폴리머 
스프로킷 Z = 14

60 x 1.5 14 1,500 1,500 1,450 1,410 1,390 1,370 1,150

타이밍 벨트 헤드 
Z = 18

60 x 1.5

1 & 2열 스틸 
스프로킷 Z = 14

50 x 1.5 14 2,000 2,000 2,000 1,830 1,150 790 580
60 x 1.5 2,000 2,000 2,000 2,000 2,000 1,390 1,020

허용하중

제품 설명

• 매우 조용한 저소음 작동
 - 폴리아미드 구동장치 헤드(대체품으로는 스틸 재료의 스프로킷)

• 고정식 구동과 어큠 구동 호환을 위한 체인 구동부와 타이밍 벨트 구동부
 - 구동부를 부착하는 고정 베어링 하우징

• 다양한 구동 버전
 - 원형, PolyVee, 타이밍 벨트 및 평벨트 - 체인 구동장치 1/2“ Z9, Z11, Z14

• 중중량 이송물 수송

• 드럼, 타이어, 상자

• 밀봉된 정밀 볼 베어링(6002 2RZ)

• 시리즈 1700 기반의 시리즈 3500

• 플랫폼 1700

• 구동장치 헤드는 압입하여 관에 압착 

• 그루브로 인한 관 변형 없음

• 구동장치 및 컨베이어 영역의 공간 구분 

• 표준 원형 벨트

• 구동장치 헤드는 압입하여 관에 압착 

• 비교 가능한 원형 벨트와 비교하여 단 2개의 립이 포함된 유연한 PolyVee 벨트를 사용하면 두 배

의 토오크 전달 가능

• 구동장치 및 컨베이어 영역의 공간 구분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신개발 2개의 

그루브가 있

는 원형 벨트 

헤드

신개발 9개의 

그루브가 있는 

PolyVee 헤드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장치

시리즈 3500저소음 고정식 구동장치 및 기타 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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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참조 길이/주문 길이 RL은 컨베이어 롤러에 기준 가장자리가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컨베이어 롤러 치수는 축 버전과 토오크 전달에 의해 결정됩니다. 각 버전에 대한 치수 도면은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개의 그루브가 포함된 원형 벨트 헤드용 치수, R = 5mm

 

폴리머 스프로킷 1/2“용 치수, Z = 11

치수

테이퍼형 축-

셔틀

암나사

제품 선택

테이퍼형 축-셔틀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토오크 전달 테이퍼형 축-셔틀

(8mm 육각형)
아연도금 스틸 50 x 1.5 2개의 그루브가 있는 원형 벨트 헤드 6002 2RZ 3.5R6.JAA.V8U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토오크 전달 Ø 14mm

(M8 x 15)

PVC 50 x 2.8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5M3.SAA.N90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1 6002 2RZ 3.5M1.SAA.N90
2열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5M5.SAA.N91

아연도금 스틸 50 x 1.5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5RD.JAA.N90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1 6002 2RZ 3.5H4.JAA.N90
타이밍 벨트 헤드 6002 2RZ 3.5B3.JAA.N90
원형 벨트 헤드 6002 2RZ 3.5R4.JAA.N7X
스틸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504.JA4.N90
PolyVee 헤드 6002 2RZ 3.5PA.JAA.N7X
2열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5HJ.JAA.N91
2열 스틸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504.JA3.N91

60 x 1.5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5N3.JAB.N90
타이밍 벨트 헤드 6002 2RZ 3.5NB.JAB.N90
스틸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50T.JC1.N90
2열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5N5JAB.N91
2열 스틸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50T.JC2.N91

요청 시 표준 제품 외에 추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페이지 57 참조).

참조 번호의 예: 3.5HB.JAA.N90 - 460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용으로 아연도금 스틸, 관 Ø 50 mm, 폴리머 

스프로킷 1/2“, Z = 14, 축 Ø 14 mm, 암나사 축이며 참조 길이는 460 mm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과 같이 치수가 표시된 도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L = EL - 40. 이미 1 mm 및  0.5 mm 의 

측면 축방향 유격을 고려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 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40 = 460 mm.

표준

주문 예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장치

시리즈 3500저소음 고정식 구동장치 및 기타 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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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5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스틸 스프로킷 1/2“용 치수, Z = 14

 

2열 스틸 스프로킷 1/2“용 치수, Z = 14

폴리머 스프로킷 1/2“용 치수, Z = 14

 

2열 폴리머 스프로킷 1/2“용 치수, Z = 14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장치

시리즈 3500저소음 고정식 구동장치 및 기타 구동장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RollerDrives 페이지 82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0.5

16.5

Ø
 5

7.
07

7.1

11

EL = AGL = RL + 40

35

41

1

Ø
 6

4

Ø
 3

8

16.5 18.5

Ø
 5

7.
07

7.1 0.5

11

EL = AGL = RL + 62

57

63

1

22

Ø
 6

2

Ø
 3

8

16.5

Ø
 5

7.
07

7.1 0.5

11

EL = AGL = RL + 40

35

1

Ø
 6

2

Ø
 3

8

16.5 18.5

Ø
 5

7.
07

7.1 0.5

11

EL = AGL = RL + 62

57

1

22

Ø
 6

2

Ø
 3

8



56 57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9개의 그루브가 있는 PolyVee 헤드용 치수

2개의 그루브가 있는 원형 벨트 헤드용 치수

타이밍 벨트 헤드 T = 8용 치수, Z = 18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전기 방지 버전

• 플랜지

• 관의 표면 특수 처리
 - 열처리

• 관 슬리브
 - 연성 PVC 슬리브
 - Ø50 mm용 PU 슬리브
 - 고무 코팅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장치

시리즈 3500저소음 고정식 구동장치 및 기타 구동장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RollerDrives 페이지 82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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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9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설명

• 백만 번 이상 시험을 실시한 표준 제품
 -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 기반

• 낮은 에너지 소비
 - 테이퍼형 폴리프로필렌 성분으로 인한 낮은 총 중량

• 마모 방지, 저소음, 내충격성 및 내후성
 - 테이퍼형 테크노폴리머 성분

• 다양한 구동 버전
 - 원형, PolyVee, 타이밍 벨트 및 평벨트 - 체인 구동장치 1/2“ Z14

• 실내 이송

• 무구동 또는 벨트 구동장치

• 크레이트 및 컨테이너용 커브

• 밀봉된 정밀 볼 베어링(6002 2RZ)

• 고도의 마모 방지 점소성 폴리아미드 6.6으로 만든 구동장치 헤드

• 테이퍼용 엔드캡

• 플랫폼 1700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RL 독립적 50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2 m/s (체인 구동장치 포함 0.5 m/s)
온도 범위 -5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아미드
씰 폴리프로필렌
볼 베어링 스틸 6002 2RZ
테이퍼형 부품 폴리프로필렌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테이퍼형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KXo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 커브
시리즈 
3500KXO효율적이고 조용하며 가장 간단한 구성의 구동 롤러 커브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RollerDrives페이지 82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제품 선택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토오크 전달

 

롤러 길이 최소 Ø 최대 Ø Ø 14mm(M8 x 15)

mm mm mm
아연도금 
스틸

원형 벨트 헤드 250 55.6 71.2 6002 2RZ 3.5PO.HE2.N7X
300 52.5 71.2 6002 2RZ 3.5PO.HF3.N7X
350 55.6 77.6 6002 2RZ 3.5PO.HE3.N7X
400 52.5 77.6 6002 2RZ 3.5PO.HF4.N7X
450 55.6 84.0 6002 2RZ 3.5PO.HE4.N7X
500 52.5 84.0 6002 2RZ 3.5PO.HF5.N7X
550 55.6 90.4 6002 2RZ 3.5PO.HE5.N7X
600 52.5 90.4 6002 2RZ 3.5PO.HF6.N7X
650 55.6 96.8 6002 2RZ 3.5PO.HE6.N7X
700 52.5 96.8 6002 2RZ 3.5PO.HF7.N7X
750 55.6 103.2 6002 2RZ 3.5PO.HE7.N7X
800 52.5 103.2 6002 2RZ 3.5PO.HF8.N7X
850 55.6 109.6 6002 2RZ 3.5PO.HE8.N7X

PolyVee 헤드 250 55.6 71.2 6002 2RZ 3.5PA.HE2.N7X
300 52.6 71.2 6002 2RZ 3.5PA.HF3.N7X
350 55.6 77.6 6002 2RZ 3.5PA.HE3.N7X
400 52.5 77.6 6002 2RZ 3.5PA.HF4.N7X
450 55.6 84.0 6002 2RZ 3.5PA.HE4.N7X
500 52.5 84.0 6002 2RZ 3.5PA.HF5.N7X
550 55.6 90.4 6002 2RZ 3.5PA.HE5.N7X
600 52.5 90.4 6002 2RZ 3.5PA.HF6.N7X
650 55.6 96.8 6002 2RZ 3.5PA.HE6.N7X
700 52.5 96.8 6002 2RZ 3.5PA.HF7.N7X
750 55.6 103.2 6002 2RZ 3.5PA.HE7.N7X
800 52.5 103.2 6002 2RZ 3.5PA.HF8.N7X
850 55.6 109.6 6002 2RZ 3.5PA.HE8.N7X

2열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4

250 55.6 71.2 6002 2RZ 3.5XQ.HE2.N91
300 52.5 71.2 6002 2RZ 3.5XQ.HF3.N91
350 55.6 77.6 6002 2RZ 3.5XQ.HE3.N91
400 52.5 77.6 6002 2RZ 3.5KY.HF4.N91
450 55.6 84.0 6002 2RZ 3.5XQ.HE4.N91
500 52.5 84.0 6002 2RZ 3.5XQ.HF5.N91
550 55.6 90.4 6002 2RZ 3.5XQ.HE5.N91
600 52.5 90.4 6002 2RZ 3.5XQ.HF6.N91
650 55.6 96.8 6002 2RZ 3.5XQ.HE6.N91
700 52.5 96.8 6002 2RZ 3.5XQ.HF7.N91
750 55.6 103.2 6002 2RZ 3.5XQ.HE7.N91
800 52.5 103.2 6002 2RZ 3.5XQ.HF8.N91
850 55.6 109.6 6002 2RZ 3.5XQ.HE8.N91
900 52.5 109.6 6002 2RZ 3.5XQ.HF9.N91

표준



60 61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번호의 예: 3.5PO.HF5.N7X - 464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KXO용으로 아연도금 스틸, 원형 벨트 헤드, 롤러 

길이 500 mm, 축 Ø 14 mm, 암나사 축이며 참조 길이는 464 mm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과 

같이 치수가 표시된 도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L = EL - 36. 측면당 0.5 mm 의 축방향 유격은 

이미 고려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 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36 = 464 mm.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참조 길이/주문 길이 RL은 컨베이어 롤러에 기준 가장자리가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테이퍼 롤러 치수. 2열 폴리머 스프로킷 1/2“, Z=14

 

원형 벨트용 테이퍼 롤러 치수

주문 예

치수

PolyVee 헤드용 테이퍼 롤러 치수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커브 반경 650 mm

• 연장된 내부관

테이퍼형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KXo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 커브
시리즈 
3500KXO효율적이고 조용하며 가장 간단한 구성의 구동 롤러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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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3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3,00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1.2 m/s
온도 범위 -5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아미드
구동장치 헤드 스틸
씰 폴리아미드
볼 베어링 스틸 6003 2RZ

 

허용하중은 롤러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나사 축 버전

관 재료 관 Ø 축 Ø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mm mm 설치 길이 - 단위: mm

200 900 1,000 1,100 1,300 1,500
아연도금 스틸 60 x 3 17 3,000 3,000 2,910 2,160 1,290 830

허용하중

제품 설명

• 안정성 있는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 용접 스프로킷, 스틸 관 60 x 3 mm

• 롤러 축으로 컨베이어 보강
 - 암나사 축 Ø 17 mm

• 작은 피치 가능
 - Ø 60 mm 및 접선형 구동

• 이송물의 부드러운 측면 밀림
 - 롤러 양 끝단 곡면 처리

• 작은 롤러 피치가 요구되는 중량 이송물의 실내 구동 이송

• 팰릿, 연속 러너가 장착되지 않은 스틸 컨테이너

• 밀봉된 정밀 볼 베어링(6003 2RZ)

• 관에 용접된 스틸 스프로킷

• 용접 후 부품으로 아연도금

• 플랫폼 1700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60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
장치
시리즈 3560작은 롤러 피치에 적합한 안정성 있는 고정식 구동장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이중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60 페이지 74



64 65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2열 스틸 스프로킷 치수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플랜지

• 관 슬리브
 - 연성 PVC 슬리브
 - 고무 코팅

제품 선택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토오크 전달 Ø 17mm(M12 x 20)
아연도금 스틸 60 x 3.0 스틸 스프로킷 5/8″, Z = 13 6003 2RZ 3.56W.JDC.RAJ

2열 스틸 스프로킷 5/8″, Z = 13 6003 2RZ 3.56W.JDB.RAL

참조 번호 외에 참조 길이 RL과 옵션으로 관 슬리브 치수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참조 번호의 예: 3.56A.JDC.RAJ - 464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60, 관 Ø 60 mm, 스틸 스프로킷 5/8”, Z = 13, 축

Ø Ø 17 mm, 암나사 축이며 참조 길이 464 mm용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과 같이 치수가 

표시된 도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L = EL - 36. 이미 1 mm 및 0.5 mm 의 측면 축방향 유격을 

고려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 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36 = 464 mm.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참조 길이/주문 길이 RL은 컨베이어 롤러에 기준 가장자리가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스틸 스프로킷의 치수

표준

주문 정보

주문 예

치수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60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
장치
시리즈 3560작은 롤러 피치에 적합한 안정성 있는 고정식 구동장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이중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60 페이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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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7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50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0.5 m/s
온도 범위 -5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아미드
구동장치 헤드 폴리아미드, POM, 스틸
마찰 커플링 폴리아미드
씰 폴리프로필렌
볼 베어링 스틸 6002 2RZ

 

허용하중은 축 버전, 관 직경, 롤러 길이 및 토오크 전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나사 축 버전

관 재료 볼 

베어링

토오크 전달 관 Ø 축 Ø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mm mm 설치 길이 - 단위: mm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PVC 6002 2RZ 폴리머 스프로킷 

Z = 11
50 x 2.8 14 300 300 110 40 – – –

1 & 2열 폴리머 
스프로킷 Z = 14

50 x 2.8 14 350 265 90 50 – – –

타이밍 벨트 헤드 
Z = 18

아연도금 
스틸

6002 2RZ 폴리머 스프로킷 
Z = 11

50 x 1.5 14 300 300 300 300 300 290 250

1 & 2열 폴리머 
스프로킷 Z = 14

50 x 1.5 14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타이밍 벨트 헤드 
Z = 18

50 x 1.5

1 & 2열 폴리머 
스프로킷 Z = 14

60 x 1.5 14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타이밍 벨트 헤드 
Z = 18

60 x 1.5

1 & 2열 스틸 
스프로킷 Z = 14

50 x 1.5 14 500 500 500 500 500 500 500
60 x 1.5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허용하중

제품 설명

• 매우 조용한 저소음 작동
 - 폴리아미드 또는 POM 구동장치 헤드(대체품은 스틸 재료)

• 고정식 구동과 어큠 구동 호환을 위한 체인 구동부와 타이밍 벨트 구동부
 - 구동부를 부착하는 고정 베어링 하우징

• 중량 따른 어큠력과 이송
 - 컨베이어 롤러의 래디얼 마찰 커플링

• 다양한 구동 버전
 - 타이밍 벨트와 평벨트 - 체인 구동장치 1/2“ Z9, Z11, Z14

• 저선압으로 중중량물의 어큠 컨베이어 구성

• 드럼, 타이어, 상자

• 밀봉된 정밀 볼 베어링(6002 2RZ)

• 시리즈 1700 기반의 시리즈 3800

• 플랫폼 1700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00
컨베이어 롤러

마찰식 어큠

시리즈 3800저선압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 페이지 50



68 69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폴리머 스프로킷 1/2“용 치수, Z = 11

 

폴리머 스프로킷 1/2“용 치수, Z = 14

제품 선택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토오크 전달 Ø 14mm(M8 x 15)

PVC 50 x 2.8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8M3.SAA.N90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1 6002 2RZ 3.8M1.SAA.N90
2열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8M5.SAA.N91

아연도금 스틸 50 x 1.5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8L7.JAA.N90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1 6002 2RZ 3.8L2.JAA.N90
타이밍 벨트 헤드 6002 2RZ 3.8B2.JAA.N90
스틸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80R.JAA.N7S*

스틸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8J6.JAA.N90
2열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8LC.JAA.N91
2열 스틸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8K9.JAA.N91

*마찰력 조정 가능

참조 번호의 예: 3.8L7.JAA.N90 - 460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용으로 아연도금 스틸, 관 Ø 50 mm, 폴리머 

스프로킷 1/2“, Z = 14, 축 Ø 14 mm, 암나사 축이며 참조 길이는 460 mm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과 같이 치수가 표시된 도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L = EL - 40. 이미 1 mm 및  0.5 mm 의 

측면 축방향 유격을 고려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 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40 = 460 mm.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참조 길이/주문 길이 RL은 컨베이어 롤러에 기준 가장자리가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표준

주문 예

치수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00
컨베이어 롤러

마찰식 어큠

시리즈 3800저선압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 페이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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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1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스틸 스프로킷 1/2“용 치수, Z = 14

 

2열 스틸 스프로킷 1/2“용 치수, Z = 14

2열 폴리머 스프로킷 1/2“용 치수, Z = 14

 

타이밍 벨트 헤드 T = 8용 치수, Z = 18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00
컨베이어 롤러

마찰식 어큠

시리즈 3800저선압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 페이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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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3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스틸 스프로킷 1/2“용 치수, Z = 14(마찰력 조정 가능)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전기 방지 버전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00
컨베이어 롤러

마찰식 어큠

시리즈 3800저선압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 페이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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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5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1,30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0.5 m/s
온도 범위 -5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아미드
구동장치 헤드 스틸
마찰 커플링 폴리아미드
씰 폴리아미드
볼 베어링 스틸 6003 2RZ

 

허용하중은 롤러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나사 축 버전

관 재료 관 Ø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mm 설치 길이 - 단위: mm

200 1,300 1,500
아연도금 스틸 60 x 3 1,300 1,300 640

허용하중

제품 설명

• 하나의 드라이브로 동시에 이송 및 어큐뮬레이션
 - 컨베이어 롤러에 마찰 커플링을 장착한 기계식 솔루션

• 중량 따른 어큠력과 이송
 - 컨베이어 롤러의 래디얼 마찰 커플링

• 민감한 소재를 이송하기 위한 이송 파워 증강
 - 관의 양 끝단에 래디얼 마찰 커플링 장착

• 다양한 구동 버전
 - 2열 및 1열 구동장치

• 어큠력이 증가된 마찰 어큠 롤러 컨베이어

• 중량 이송물

• 팔레트

• 스틸 컨테이너

• 밀봉된 정밀 볼 베어링(6003 2RZ)

• 관에 용접된 스틸 스프로킷

• 용접 후 부품으로 아연도금

• 플랫폼 1700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이중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60
컨베이어 롤러

마찰식 어큠

시리즈 3860컨베이어 힘이 증가된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60 페이지 62



76 77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선택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토오크 전달 Ø 17mm(M12 x 20)
아연도금 스틸 60 x 3.0 스틸 스프로킷 5/8″, Z = 13 6003 2RZ 3.86A.JBU.RCB

2열 스틸 스프로킷 5/8″, Z = 13 6003 2RZ 3.86A.JBV.RCD

참조 번호의 예: 3.86A.JBU.RCB - 461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60용으로 관 Ø 60 mm, 스틸 스프로킷 5/8“, Z = 13, 

축 Ø 17 mm, 암나사 축이며 참조 길이는 461 mm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과 같이 치수가 

표시된 도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L = EL - 39. 측면당 0.5 mm 의 축방향 유격은 이미 고려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 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39 = 461 mm.

표준

주문 예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스틸 스프로킷용 치수, Z = 13

 

2열 스틸 스프로킷용 치수, Z = 13

치수

이중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60
컨베이어 롤러

마찰식 어큠

시리즈 3860컨베이어 힘이 증가된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60 페이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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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9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50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0.5 m/s
온도 범위 -5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아미드
구동장치 헤드 폴리아미드
마찰 커플링 폴리아미드
씰 폴리아미드
볼 베어링 스틸 6002 2RZ

허용하중은 롤러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나사 축 버전

관 재료 볼 베어링 토오크 전달 관 Ø 축 Ø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mm mm 설치 길이 - 단위: mm

200 1,100 1,300 1,500
아연도금 스틸 6002 2RZ 임의 선택 가능 50 x 1.5 14 500 500 440 280

허용하중

제품 설명

• 하나의 드라이브로 동시에 이송 및 어큐뮬레이션
 - 컨베이어 롤러에 마찰 커플링을 장착한 기계식 솔루션

• 중량 따른 어큠력과 이송
 - 컨베이어 롤러의 래디얼 마찰 커플링

• 민감한 소재를 이송하기 위한 이송 파워 증강
 - 관의 양 끝단에 래디얼 마찰 커플링 장착

• 다양한 구동 버전
 - 2열 및 1열 구동장치

• 어큠력이 증가된 마찰 어큠 롤러 컨베이어

• 중중량 이송물

• 상자

• 컨테이너

• 트레이

• 밀봉된 정밀 볼 베어링(6002 2RZ)

• 관에 압착 설치된 폴리아미드 스틸 스프로킷

• 플랫폼 1700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이중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70
컨베이어 롤러

마찰식 어큠

시리즈 3870컨베이어 힘이 증가된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00 페이지 66



80 81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폴리머 스프로킷 1/2“용 치수, Z = 14

2열 폴리머 스프로킷 1/2“용 치수, Z = 14

치수
제품 선택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토오크 전달 Ø 14mm(M8 x 15)
아연도금 스틸 50 x 1.5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84P.JPB.N9C

2열 플라스틱 스프로킷 1/2″, Z = 14 6002 2RZ 3.84V.JPB.N9L

참조 번호의 예: 3.84P.JPB.N9C - 465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70용으로 관 Ø 50 mm, 폴리머 스프로킷 1/2“, Z = 14, 

축 Ø 14 mm, 암나사 축이며 참조 길이는 465 mm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과 같이 치수가 

표시된 도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L = EL - 35. 이미 1 mm 및  0.5 mm 의 측면 축방향 유격을 

고려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 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35 = 465 mm.

표준

주문 예

이중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70
컨베이어 롤러

마찰식 어큠

시리즈 3870컨베이어 힘이 증가된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00 페이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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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3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Ro l l e R D R i v es개 요

 BT100 BT100 IP66 EC310 EC310 IP66

파워 11 W 11 W 32 W 32 W

컨베이어 속도 0.1 ~ 0.9 m/s 0.1 ~ 0.9 m/s 0.03 ~ 3.93 m/s 0.03 ~ 3.93 m/s

정류 유형 기계식 기계식 전자식, 내장형 전자식, 내장형

제어장치 Z-card  BT  페이지 112
DriveControl 20 페이지 104
DriveControl 54 페이지 106
ZoneControl 페이지 108

DriveControl 20 페이지 104
DriveControl 54 페이지 106
ZoneControl 페이지 108

구동장치 개념     

원형 벨트 ü ü ü ü

PolyVee 벨트 ü   ü  

타이밍 벨트     ü  

 페이지 84 페이지 88 페이지 92 페이지 98

RollerDrives

개요

DriveControl 페이지 102     컨베이어 롤러페이지 26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페이지 134 



84 85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기어

 

관

 

축

 

최소 참조 길이

mm
2단 PolyVee 헤드 암나사 M8 228

11mm 육각형 스프링-고정 축 239
2개의 그루브 암나사 M8 246

11mm 육각형 스프링-고정 축 262
그루브 없음 암나사 M8 203

11mm 육각형 스프링-고정 축 246
원형 벨트 헤드 암나사 M8 239

11mm 육각형 스프링-고정 축 228
3단 PolyVee 헤드 암나사 M8 246

11mm 육각형 스프링-고정 축 257
2개의 그루브 암나사 M8 264

11mm 육각형 스프링-고정 축 280
그루브 없음 암나사 M8 221

11mm 육각형 스프링-고정 축 264
원형 벨트 헤드 암나사 M8 257

11mm 육각형 스프링-고정 축 246

튜브 재질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 아연도금 스틸
축 재질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 아연도금 스틸
모터 축 11mm 육각형(수나사 M12 x 1.5 포함)
튜브 슬리브 PVC, 2mm / PVC, 5mm
모터 케이블 길이 1 m / 2 m / 5 m

카운터 베어링 

및 최소 참조 

길이 버전

추가 버전

참조 번호

제품 설명

• 기계식(브러시 모터)

• 일체형 과열 방지 기능

• 6단 기어

• Z-Card BT용 개방형 선/플러그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파워 11 W
소음도 47 dB(A)
최소 사용 수명 6,000 h
롤러 길이 300 ~ 1,000mm일 때 최대 허용하중 1,100 N
롤러 길이 1,010 ~ 1,500mm일 때 최대 허용하중 490 N

전기 데이터  
정격 전압 24 V DC
전압 범위 16 ~ 28 V DC
유휴 전류 0.6 A
최대 연속 전류 1.3 A
최대 시동 전류 4.5 A
허용 전압 범위 < 5%, 권장: < 1 %
보호 등급 IP54

치수  
튜브 직경 50 mm
튜브 두께 1.5 mm
최대 롤러 길이 1,500 mm

외부 조건  
작동 시 주변 온도 0 ~ +40 °C
운반 및 보관 시 주변 온도 -20 ~ +75 °C
최대 공기 습도 90%, 비응축형

제품 선택

사용 가능한 버전은 다음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기어

 

기어비

 

최대 컨베이어 속도 정격 토오크 시동 토오크

m/s Nm Nm
2단 9:1 0.9 0.45 1.90

9:1, 감소됨 0.7 0.70 2.60
21:1 0.4 0.84 3.00

3단 30:1 0.3 1.28 4.40
37:1 0.2 1.64 6.60
37:1, 감소됨 0.1 2.50 6.40

기어 단계 버 전

RolleRDRive 
Bt100 RollerDrives

BT100제어가 간편한 저소음 RollerDrive

컨베이어 롤러페이지 26     RollerDrives개요 페이지 82     MultizoneControl Z-Card BT 페이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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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축 카운터 베어링

11 mm 육각형 스프링-고정 축 암나사 M8
2개의 그루브

 

RollerDrive BT100은 다음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 2코어 5 m 케이블

• Z-Card BT를 고정하기 위한 플러그가 포함된 길이 1 m 및 2 m의 모터 케이블

모터 케이블 지정:

1
2

핀 색상 도선

1 흰색 24V DC
2 갈색 접지

모터 플러그 지정:

1

2

핀 색상 도선

1 빨간색 24V DC
2 검정색 접지

모터 케이블

모터 플러그

치수 및 연결

치수는 선택한 축과 카운터 베어링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조 길이/주문 길이 RL은 컨베이어 롤러에 

기준 가장자리가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설치 길이(EL)는 측면 프로파일 사이의 간격에 

해당합니다. 모든 치수의 단위는 mm입니다.

모터 축 카운터 베어링

11 mm 육각형 스프링-고정 축 암나사 M8
11 mm 육각형 M12 x 1.5 직선

원형 벨트 헤드

 

PolyVee 헤드

치수

RolleRDRive 
Bt100 RollerDrives

BT100제어가 간편한 저소음 RollerDrive

컨베이어 롤러페이지 26     RollerDrives개요 페이지 82     MultizoneControl Z-Card BT 페이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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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택

사용 가능한 버전은 다음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기어

 

기어비

 

최대 컨베이어 속도 정격 토오크 시동 토오크

m/s Nm Nm
2단 9:1 0.9 0.45 1.90

9:1, 감소됨 0.7 0.70 2.60
21:1 0.4 0.84 3.00

3단 30:1 0.3 1.28 4.40
37:1 0.2 1.64 6.60
37:1, 감소됨 0.1 2.50 6.40

기어

 

관

 

축

 

최소 참조 길이

mm
2단 2개의 그루브 암나사 M8 246

그루브 없음 암나사 M8 203
3단 2개의 그루브 암나사 M8 261

그루브 없음 암나사 M8 218

튜브 재질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축 재질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모터 축 M8 암나사
튜브 슬리브 PVC, 2mm / PVC, 5mm
모터 케이블 길이 5 m

기어 단계 버전

카운터 베어링 

및 최소 참조 

길이 버전

추가 버전

참조 번호

제품 설명

• 기계식(브러시 모터)

• 일체형 과열 방지 기능

• 6단 기어

• 개방형 선

• 보호 등급 IP66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파워 11 W
소음도 47 dB(A)
최소 사용 수명 6,000 h
롤러 길이 300 ~ 1,000mm일 때 최대 허용하중 1,100 N
롤러 길이 1,010 ~ 1,500mm일 때 최대 허용하중 490 N

전기 데이터  
정격 전압 24 V DC
전압 범위 16 ~ 28 V DC
유휴 전류 0.6 A
최대 연속 전류 1.3 A
최대 시동 전류 4.5 A
허용 전압 범위 < 5%, 권장: < 1 %
보호 등급 IP66

치수  
튜브 직경 50 mm
튜브 두께 1.5 mm
최대 롤러 길이 1,500 mm

외부 조건  
작동 시 주변 온도 0 ~ +40 °C
운반 및 보관 시 주변 온도 -20 ~ +75 °C

RolleRDRive 
Bt100  i P66

RollerDrives

BT100 

IP66습윤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어가 간편한 밀봉 RollerDrive

컨베이어 롤러페이지 26     RollerDrives개요 페이지 82     MultizoneControl Z-Card BT 페이지 112



90 91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치수 및 연결

치수는 선택한 축과 카운터 베어링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조 길이/주문 길이 RL은 컨베이어 롤러에 

기준 가장자리가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설치 길이(EL)는 측면 프로파일 사이의 간격에 

해당합니다. 모든 치수의 단위는 mm입니다.

모터 축 카운터 베어링

암나사 M8
암나사 M8 직선

 

2개의 그루브

치수

RolleRDRive 
Bt100  i P66 습윤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어가 간편한 밀봉 RollerDrive

컨베이어 롤러페이지 26     RollerDrives개요 페이지 82     MultizoneControl Z-Card BT 페이지 112

모터 케이블 지정:

1
2

핀 색상 도선

1 흰색 24V DC
2 갈색 접지

모터 케이블

RollerDrives

BT100 IP66

5000 EL

10

EL

RL = EL - 15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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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택

사용 가능한 버전은 다음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기어비

 

최대 컨베이어 속도 정격 토오크 시동 토오크 홀딩 토오크

m/s Nm Nm Nm
4:1 3.93 0.20 0.49 0.16
9:1 1.75 0.45 1.10 0.36
12:1 1.31 0.61 1.46 0.48
16:1 0.98 0.81 1.95 0.64
24:1 0.65 1.21 2.92 0.96
36:1 0.44 1.82 4.38 1.44
48:1 0.33 2.42 5.85 1.92
64:1 0.25 3.23 7.80 2.56
96:1 0.16 4.84 11.69 3.84

관

 

축

 

기어비

 

최소 참조 길이

mm
2개의 그루브 11mm 육각형 스프링-고정 축 4:1 323

9:1 335
12:1 / 16:1 / 24:1  331
36:1 / 48:1 / 64:1 / 96:1 342

암나사 M8 4:1 303
9:1 315
12:1 / 16:1 / 24:1  311
36:1 / 48:1 / 64:1 / 96:1 322

그루브 없음 11mm 육각형 스프링-고정 축 4:1 300
9:1 312
12:1 / 16:1 / 24:1  308
36:1 / 48:1 / 64:1 / 96:1 319

암나사 M8 4:1 258
9:1 270
12:1 / 16:1 / 24:1  266
36:1 / 48:1 / 64:1 / 96:1 277

PolyVee 헤드
원형 벨트 헤드

11mm 육각형 스프링-고정 축 4:1 293
9:1 305
12:1 / 16:1 / 24:1  301
36:1 / 48:1 / 64:1 / 96:1 312

암나사 M8 4:1 283
9:1 295
12:1 / 16:1 / 24:1  291
36:1 / 48:1 / 64:1 / 96:1 302

타이밍 벨트 헤드
체인 헤드

암나사 M8 4:1 275
9:1 287
12:1 / 16:1 / 24:1  283
36:1 / 48:1 / 64:1 / 96:1 294

기어 단계 버전

카운터 베어링 

및 최소 참조 

길이 버전

제품 설명

• 내부 전자식(브러시가 없는 모터)

• 9단 기어

• 일정한 컨베이어 속도

• 제동 시 에너지 회수(페이지 197 참조)

• 전자식 홀딩 브레이크

• 5극 스냅인 플러그 모터 케이블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파워 32 W
소음도 55 dB(A)
최소 사용 수명 20,000 h
롤러 길이 300 ~ 1,000mm일 때 최대 허용하중 1,100 N
롤러 길이 1,010 ~ 1,500mm일 때 최대 허용하중 490 N

전기 데이터  
정격 전압 24 V DC
전압 범위 18 ~ 28 V DC
유휴 전류 0.4 A
정격 전류 2.0 A
최대 시동 전류 5.0 A
허용 전압 범위 < 5%, 권장: < 1 %
보호 등급 IP54

치수  
튜브 직경 50 mm
튜브 두께 1.5 mm
최대 롤러 길이 1,500 mm

외부 조건  
작동 시 주변 온도 0 ~ +40 °C
운반 및 보관 시 주변 온도 -30 ~ +75 °C
최대 공기 습도 90%, 비응축형

RolleRDRive 
eC310 RollerDrives

EC310광범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수명이 긴 RollerDrive

컨베이어 롤러페이지 26 RollerDrives개요 페이지 82 DriveControls개요 페이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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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및 연결

치수는 선택한 축과 카운터 베어링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조 길이/주문 길이 RL은 컨베이어 롤러에 

기준 가장자리가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설치 길이(EL)는 측면 프로파일 사이의 간격에 

해당합니다. 모든 치수의 단위는 mm입니다.

모터 축 카운터 베어링

11 mm 육각형 스프링-고정 축 암나사 M8
11 mm 육각형 M12 x 1 직선

 

원형 벨트 헤드

PolyVee 헤드

치수

튜브 재질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 아연도금 스틸
축 재질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 아연도금 스틸
모터 축 11mm(육각형 나사 M12 x 1 포함)
튜브 슬리브 PVC, 2mm / PVC, 5mm
모터 케이블 길이 0.48m

추가 버전

참조 번호

RolleRDRive 
eC310 RollerDrives

EC310광범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수명이 긴 RollerDrive

컨베이어 롤러페이지 26 RollerDrives개요 페이지 82 DriveControls개요 페이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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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축 카운터 베어링

11 mm 육각형 스프링-고정 축 암나사 M8
타이밍 벨트 헤드

2개의 그루브

모터 플러그 지정:

핀 색상 도선

1 갈색 +24 V DC
2 흰색 회전 방향

3 파란색 접지

4 검정색 고장 출력

5 회색 아날로그 속도 입력

모터 플러그

RolleRDRive 
eC310 RollerDrives

EC310광범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수명이 긴 RollerDrive

컨베이어 롤러페이지 26 RollerDrives개요 페이지 82 DriveControls개요 페이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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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택

사용 가능한 버전은 다음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기어비

 

최대 컨베이어 속도 정격 토오크 시동 토오크 홀딩 토오크

m/s Nm Nm Nm
4:1 3.93 0.20 0.49 0.16
9:1 1.75 0.45 1.10 0.36
12:1 1.31 0.61 1.46 0.48
16:1 0.98 0.81 1.95 0.64
24:1 0.65 1.21 2.92 0.96
36:1 0.44 1.82 4.38 1.44
48:1 0.33 2.42 5.85 1.92
64:1 0.25 3.23 7.80 2.56
96:1 0.16 4.84 11.69 3.84

관

 

축

 

기어비

 

최소 참조 길이

mm
2개의 그루브 암나사 M8 4:1 303

9:1 315
12:1 / 16:1 / 24:1 311
36:1 / 48:1 / 64:1 / 96:1 322

그루브 없음 암나사 M8 4:1 255
9:1 267
12:1 / 16:1 / 24:1 263
36:1 / 48:1 / 64:1 / 96:1 274

튜브 재질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축 재질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모터 축 11mm(육각형 나사 M12 x 1 포함)
튜브 슬리브 PVC, 2mm / PVC, 5mm
모터 케이블 길이 0.48m

기어 단계 버전

카운터 베어링 

및 최소 참조 

길이 버전

추가 버전

참조 번호

제품 설명

• 내부 전자식(브러시가 없는 모터)

• 9단 기어

• 일정한 컨베이어 속도

• 제동 시 에너지 회수(페이지 197 참조)

• 전자식 홀딩 브레이크

• 5극 스냅인 플러그 모터 케이블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파워 32 W
소음도 55 dB(A)
최소 사용 수명 20,000 h
롤러 길이 300 ~ 1,000mm일 때 최대 허용하중 1,100 N
롤러 길이 1,010 ~ 1,500mm일 때 최대 허용하중 490 N

전기 데이터  
정격 전압 24 V DC
전압 범위 18 ~ 28 V DC
유휴 전류 0.4 A
정격 전류 2.0 A
최대 시동 전류 5.0 A
허용 전압 범위 < 5%, 권장: < 1 %
보호 등급 IP66

치수  
튜브 직경 50 mm
튜브 두께 1.5 mm
최대 롤러 길이 1,500 mm

외부 조건  
작동 시 주변 온도 0 ~ +40 °C
운반 및 보관 시 주변 온도 -30 ~ +75 °C

RolleRDRive 
eC310  i P66 RollerDrives

EC310 IP66습윤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용 수명이 긴 밀봉 RollerDrive

컨베이어 롤러페이지 26 RollerDrives개요 페이지 82 DriveControls개요 페이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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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플러그 지정:

핀 색상 도선

1 갈색 +24 V DC
2 흰색 회전 방향

3 파란색 접지

4 검정색 고장 출력

5 회색 아날로그 속도 입력

모터 플러그치수 및 연결

치수는 선택한 축과 카운터 베어링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조 길이/주문 길이 RL은 컨베이어 롤러에 

기준 가장자리가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설치 길이(EL)는 측면 프로파일 사이의 간격에 

해당합니다. 모든 치수의 단위는 mm입니다.

모터 축 카운터 베어링

암나사 M8
11 mm 육각형 M12 x 1 직선

2개의 그루브

치수

RolleRDRive 
eC310  i P66 RollerDrives

EC310 IP66습윤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용 수명이 긴 밀봉 RollerDrive

컨베이어 롤러페이지 26 RollerDrives개요 페이지 82 DriveControls개요 페이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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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03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D R i v eCon t Ro l s개 요

 DriveControl 20 DriveControl 54 ZoneControl Z-Card BT

이용 범위 모터 제어장치 모터 제어장치 다중 구역 제어장치 다중 구역 제어장치

무선압 어큐뮬레

이션 컨베이어 

시스템

ü ü

RollerDrive
EC310 페이지 92
EC310 IP66 페이지 98

EC310 페이지 92
EC310 IP66 페이지 98

EC310 페이지 92
EC310 IP66 페이지 98

BT100  페이지 84

보호 등급 IP20 IP54 IP20 IP54

 페이지 104 페이지 106 페이지 108 페이지 112

DriveControls

개요

RollerDrive 페이지 82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페이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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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및 연결

6.
5

6.
5

2.5

6118

130

55

24

108Ø
 6

42

1

2 4

3

위치 1 RollerDrive 연결

1 +24 V DC
2 회전 방향

3 접지

4 고장 입력

5 아날로그 속도 출력

위치 2 전압 공급 입력

1 +24 V DC
2 접지

위치 3 입출력

1 공통 신호 집단

2 24V 입력

3 고장 출력

4 회전 방향

5 속도 C
6 속도 B
7 속도 A

위치 4 전압 공급 출력

1 접지

2 +24 V DC

제품 설명

DriveControl 20은 RollerDrive EC310용 다용도 인터페이스입니다. DIP 스위치를 사용해 서로 다른 

15가지의 속도뿐만 아니라 회전 방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학적으로 분리된 디지털 I/O는 

상위 제어기에 대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예를 들면 PLC에서 속도가 서로 다른 7

가지의 회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ollerDrive의 제동 에너지는 24V 그리드로 보내집됩니다. 

RollerDrive EC310에서 보내지는 전압은 일체형 브레이크 초퍼(전압 가변적으로 전환되는 부하 

저항)에 의해 30V로 제한됩니다.

• 속도 조정(내부적으로는 15가지 속도, I/O를 통한 외부적으로는 7가지 속도)

• 회전 방향 선택

• 시작 신호 입력(가시적으로 분리)

• 회전 방향 신호 입력(가시적으로 분리)

• 고장 신호 출력(가시적으로 분리)

• LED 상태 표시

• NPN 또는 PNP 스위칭 로직

기술 데이터

전기 데이터  
정격 전압 24 V DC
전압 범위 18 ~ 26 V DC
허용 전압 범위 3%, 권장: < 1 %
정격 전류 2.0 A
최대 시동 전류 5.0 A
퓨즈 있음, 교체 불가
보호 등급 IP20

외부 조건  
작동 시 주변 온도 0 ~ +40 °C
운반 및 보관 시 주변 온도 -20 ~ +75 °C
최대 온도 변화 3시간에 1%, 2번의 주기(IEC 60068-2-14 준수)
최대 공기 습도 90%, 비응축형

케이블 단면  
전원 공급 미세 와이어 연결, 1.5mm²(AWG 16)
입출력(I/O) 미세 와이어 연결, 0.08mm² ~ 0.5mm²(AWG 28 ~ 20)

미세 와이어 연결, 1.5mm²(AWG 16)

애플리케이션의 실효 전류는 컨베이어 무게, 컨베이어 속도 및 주기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조 번호: 89RA

특성

기능

DRiveContRol  20 DriveControl

DriveControl 20RollerDrive EC310용 다용도 인터페이스

DriveControls개요 페이지 102 RollerDrive EC310 페이지 92 RollerDrive EC310 IP66 페이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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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및 연결

Ø
 4

.5

27.298104

8

70

120

8

1

3

2

위치 1 RollerDrive 연결

1 +24 V DC
2 회전 방향

3 접지

4 고장 입력

5 아날로그 속도 출력

위치 2 입출력

1 공통 신호 집단

2 24V 입력

3 고장 출력

4 회전 방향

5 속도 C
6 속도 B
7 속도 A

위치 3 전원 공급

1 접지

2 +24 V DC
3 접지

4 +24 V DC

제품 설명

DriveControl 54은 RollerDrive EC310용 다용도 인터페이스입니다. DIP 스위치를 사용해 서로 다른 

15가지의 속도뿐만 아니라 회전 방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학적으로 분리된 디지털 I/O는 

상위 제어기에 대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예를 들면 PLC에서 속도가 서로 다른 7

가지의 회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ollerDrive의 제동 에너지는 24V 그리드로 보내집됩니다. 

RollerDrive EC310에서 보내지는 전압은 일체형 브레이크 초퍼(전압 가변적으로 전환되는 부하 

저항)에 의해 30V로 제한됩니다.

• 속도 조정(내부적으로는 15가지 속도, I/O를 통한 외부적으로는 7가지 속도)

• 회전 방향 선택

• 시작 신호 입력(가시적으로 분리)

• 회전 방향 신호 입력(가시적으로 분리)

• 고장 신호 출력(가시적으로 분리)

• LED 상태 표시

• NPN 또는 PNP 스위칭 로직

• 밀봉 케이블 개구부

기술 데이터

전기 데이터  
정격 전압 24 V DC
전압 범위 18 ~ 26 V DC
허용 전압 범위 3%, 권장: < 1 %
정격 전류 2.0 A
최대 시동 전류 5.0 A
퓨즈 있음, 교체 불가
보호 등급 IP54

외부 조건  
작동 시 주변 온도 -28 ~ +40 °C
운반 및 보관 시 주변 온도 -30 ~ +80 °C
최대 온도 변화 3시간에 1%, 2번의 주기(IEC 60068-2-14 준수)
최대 공기 습도 90%, 비응축형

케이블 단면  
전원 공급 미세 와이어 연결, 1.5mm²(AWG 16)
입출력(I/O) 미세 와이어 연결, 0.08mm² ~ 0.5mm²(AWG 28 ~ 20)

미세 와이어 연결, 1.5mm²(AWG 16)

애플리케이션의 실효 전류는 컨베이어 무게, 컨베이어 속도 및 주기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조 번호: 89RB

특성

기능

DRiveContRol  54
DriveCon-

trol

DriveControl 54RollerDrive EC310용 다용도 인터페이스

DriveControls개요 페이지 102 RollerDrive EC310 페이지 92 RollerDrive EC310 IP66 페이지 98



108 109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기술 데이터

전기 데이터  
정격 전압 24 V DC
전압 범위 18 ~ 26 V DC
허용 전압 범위 3%, 권장: < 1 %
정격 전류 2.0 A
최대 시동 전류 5.0 A
퓨즈 있음, 교체 불가
보호 등급 IP20

외부 조건  
작동 시 주변 온도 0 ~ +40 °C
운반 및 보관 시 주변 온도 -20 ~ +75 °C
최대 온도 변화 3시간에 1%, 2번의 주기(IEC 60068-2-14 준수)
최대 공기 습도 90%, 비응축형

케이블 단면  
전원 공급 미세 와이어 연결, 1.5mm²(AWG 16)
입출력(I/O) 미세 와이어 연결, 0.08mm² ~ 0.5mm²(AWG 28 ~ 20)

미세 와이어 연결, 1.5mm²(AWG 16)

애플리케이션의 실효 전류는 컨베이어 무게, 컨베이어 속도 및 주기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조 번호: 89RC

제품 설명

ZoneControl은 RollerDrive EC310용 단일 구역 제어장치입니다. ZoneControl을 사용해 상위 

제어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독립형 무선압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입출력(I/O)을 통해 추가 기능과 상하부 컨베이어에 대한 통신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를 설정하는 데 DriveControls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ZoneControls에는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O 및 전압 공급은 간단한 스위칭 와이어를 통해 제공됩니다.

통신 케이블: 기존의 Cat-5 케이블(IT 이더넷 케이블)

DIP 스위치로 ZoneControl 구성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의 컨베이어 로직, 즉 

개별 또는 블록 풀-오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선압 어큐뮬레이션 이송용 로직(초기화 포함)

• 피어-피어 연결을 통해 상하부 구역과 통신

• 속도 조정
 - DIP 스위치(어큐뮬레이션 구역당)
 - 외부 아날로그 신호(전체 컨베이어 시스템용)

• RollerDrive의 회전 방향 조정 
 - DIP 스위치
 - 외부 디지털 신호

• LED 상태 표시기

• 구역 센서 연결

• 시작 센서 연결

• NPN 또는 PNP 스위칭 로직

• 두 번째 RollerDrive 스위칭, 상태 판독, I/O를 통한 개별 구역의 시작/정지

• I/O를 통해 연결된 모든 구역의 무하중 구동, 오류 신호 전달

• 공급 전압의 양과 관련된 모든 신호 

특성

설계 정보

구성

기능

ZoneContRol DriveControl

ZoneControlRollerDrive EC310용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 로직

DriveControls개요 페이지 102 RollerDrive EC310 페이지 92 RollerDrive EC310 IP66 페이지 98



110 111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치수 및 연결

6.
5

6.
5

2.5

6118

130

55

24

108Ø
 6

42

1

2

3

5

4

위치 1 RollerDrive 연결

1 +24 V DC
2 회전 방향

3 접지

4 고장 입력

5 아날로그 속도 출력

위치 2 시작 센서

1 +24 V DC
2 센서 신호 입력

3 접지

위치 3 구역 센서

1 +24 V DC
2 센서 신호 입력

3 접지

위치 4 전원

1 접지

2 +24 V DC

위치 5 입출력

1 구역 내 2번째 RollerDrive의 시작 신호

2 자유 행정 신호

3 속도(중앙)

4 회전 방향(중앙)

5 고장 출력

6 구역 상태

7 구역 시작

8 구역 정지

구성

그림: 3개의 컨베이어 구역을 위한 ZoneControl용 배선도

1 구역 1

2 구역 2

3 구역 3

4 컨베이어 방향

5 ZoneControl

6 구역 센서

7 RollerDrive

8 +24V DC 전압 공급

9 피어-피어 연결

10 이송물

ZoneContRol DriveControl

ZoneControlRollerDrive EC310용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 로직

DriveControls개요 페이지 102 RollerDrive EC310 페이지 92 RollerDrive EC310 IP66 페이지 98



112 113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치수

구성

A B C D

그림: 일반적인 Z-Card 컨베이어 구성

1 구역

2 컨베이어 방향

3 이송물

4 RollerDrive

5 센서

6 이지-버스 통신 케이블 연결

7 Z-Card

8 +24V DC/접지

제품 설명

Z-Card는 4-존 제어기용으로 설계된 매우 유연한 시스템으로, IP54 보호 등급과 완전히 호환되는 

RollerDrive BT100과 함께 무선압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Z-Card에는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케이블은 액세서리에서 조립해야 합니다(Z-Card

용 케이블 페이지 166 참조).

케이블 길이와 플러그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는 특별한 RollerDrive BT를 구입해 Z-Card BT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처리율이 낮은 시스템 구성부품에 특히 적합합니다.

로터리 코딩 스위치와 슬라이드 스위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Z-Card를 이용해서 다른 유형의 

컨베이어를 매우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컨베이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블록 풀-오프 또는 개별 풀-오프

• I/O를 통해 외부 신호 통합을 이용하는 개별 풀-오프

• 로직이 없는 모터 시동기

• 최대 4개의 RollerDrives BT를 위한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 기능

• 로터리 코딩 스위치를 이용한 속도 조정

• I/O로 외부 제어장치와 인터페이스

• 고장 표시

• NPN 또는 PNP 스위칭 로직

기술 데이터

전기 데이터  
정격 전압 24 V DC
전압 범위 20 ~ 28 V DC
퓨즈 8 A, 지연형(slow blow)
보호 등급 IP54

외부 조건  
작동 시 주변 온도 0 ~ +50 °C
운반 및 보관 시 주변 온도 -20 ~ +75 °C
최대 온도 변화 3시간에 1%, 2번의 주기(IEC 60068-2-14 준수)
최대 공기 습도 90%, 비응축형

애플리케이션의 실효 전류는 컨베이어 무게, 컨베이어 속도 및 주기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조 번호: 89Z1

특성

설계 정보

구성

기능

MultiZoneContRol 
Z-CaRD  Bt

Multizone-

Control

Z-Card BTRollerDrive BT100용 MultizoneControl

DriveControls개요 페이지 102 RollerDrive BT100 페이지 84



114 115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중량물 이송용 제품

컨베이어 롤러 모든 롤러 컨베이어의 기본 페이지 116

중량물 이송용 솔루션

이 제품군으로 최대 중량 1,500 kg, 최대 컨베이어 속도 0.5 m/s로 팔레트, 
크레이트 또는 자동차 산업의 스틸 컨테이너 등과 같은 중량물 이송용 롤러 

컨베이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최대 허용하중은 컨베이어 롤러당 

5,000 N 입니다.

개요

경량물 이송용 솔루션 페이지 8 중중량물 이송용 솔루션 페이지 24



116 117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컨 베 이 어  롤 러  개 요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450 시리즈 3560 시리즈 3600 시리즈 3950

최대 허용하중 5,000 N 3,000 N 3,500 N 5,000 N

이용 범위 무구동 고정식 구동장치 고정식 구동장치 고정식 구동장치

튜브 직경 80 / 89 mm 60 mm 80 / 89 mm 80 / 89 mm

구동장치 개념     

무구동 ü  

체인 ü ü ü

타이밍 벨트   ü

구동장치 부품 

재료
– 스틸 테크노폴리머 스틸

 페이지 118 페이지 122 페이지 126 페이지 130

컨베이어 롤러

개요

경량물 이송용 컨베이어 롤러 페이지 10 중중량물 이송용 컨베이어 롤러 페이지 26



118 119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5,00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0.80 m/s
온도 범위 -5 ~ +40 °C
스틸 베어링 하우징의 온도 범위 -28 ~ +8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아미드
씰 폴리아미드
볼 6205 2RZ

 

동적 하중 및 표면 하중은 허용하중의 가정 사항입니다.

암나사 축 버전

관 재료 볼 베어링 관 Ø 축 Ø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mm mm 설치 길이 - 단위: mm

2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아연도금 
스틸

6205 2RZ 80 x 2 20 5,000 5,000 4,400 3,200 2,440 1,920 1,550
80 x 3 20 5,000 5,000 5,000 4,630 3,520 2,770 2,240
89 x 3 20 5,000 5,000 5,000 5,000 4,910 3,860 3,120

허용하중

제품 설명

• 고하중용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 최대 허용하중  5,000 N

• 조용한 컨베이어 롤러
 - 정밀 볼 베어링, 베어링 하우징 및 폴리아미드 씰

• 굵고 거친 먼지 및 물로부터 볼 베어링 보호
 - 밀봉된 정밀 볼 베어링 전면에 추가적인 씰링 립

• 축하중 가능
 - 볼 베어링에 의한 축방향 힘 전환

• 이송물의 부드러운 측면 밀림
 - 롤러 양 끝단 곡면 처리

• 실내용 컨베이어 기술

• 팔레트, 스틸 컨테이너 등을 위한 무구동 컨베이어 트랙

• 밀봉된 정밀 볼 베어링(6205 2RZ)

• 베어링 하우징, 볼 베어링 및 씰에 꼭 맞는 축방향 고정

• 냉동실을 위한 스틸 베어링 하우징

• 플랫폼 1450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450
컨베이어 롤러

무구동

시리즈 1450고하중용의 안정적인 유니버설 무구동 컨베이어 롤러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116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120 121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플랜지

• Ø 80 mm용 관 슬리브
 - 연성 PVC 슬리브
 - 고무 코팅

• 냉동실용 스틸 베어링 하우징: -28 °C ~ +80 °C

제품 선택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Ø 20mm(M10 x 20) Ø 20mm(M12 x 20)
아연도금 스틸 80 x 2.0 6205 2RZ 1.450.JAC.S12 1.450.JAC.S03

80 x 3.0 6205 2RZ 1.453.J8A.S12 1.453.J8A.S03
89 x 3.0 6205 2RZ 1.455.J8B.S12 1.455.J8B.S03

참조 번호 외에 참조 길이 RL과 옵션으로 관 슬리브 치수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참조 번호의 예: 1.453.J8A.S03 - 490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450용으로 관 Ø 80 x 3 mm, 축 Ø 20 mm, 암나사 

축이며 참조 길이는 490 mm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의 암나사 축 치수 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L = EL - 10. 측면당 0.5 mm 의 축방향 유격은 이미 고려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 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10 = 490 mm.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암나사 축 치수

축 Ø

mm

나사

mm
관 Ø

mm

RL

mm
20 M10/12 x 20 80/89 EL - 10

표준

주문 정보

주문 예

치수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450
컨베이어 롤러

무구동

시리즈 1450고하중용의 안정적인 유니버설 무구동 컨베이어 롤러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116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0.50.5

5 RL 5

EL = AGL



122 123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3,00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1.2 m/s
온도 범위 -5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아미드
구동장치 헤드 스틸
씰 폴리아미드
볼 베어링 스틸 6003 2RZ

 

허용하중은 롤러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나사 축 버전

관 재료 관 Ø 축 Ø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mm mm 설치 길이 - 단위: mm

200 900 1,000 1,100 1,300 1,500
아연도금 스틸 60 x 3 17 3,000 3,000 2,910 2,160 1,290 830

허용하중

제품 설명

• 안정성 있는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 용접 스프로킷, 스틸 관 60 x 3 mm

• 롤러 축으로 컨베이어 보강
 - 암나사 축 Ø 17 mm

• 작은 피치 가능
 - Ø 60 mm 및 접선형 구동

• 이송물의 부드러운 측면 밀림
 - 롤러 양 끝단 곡면 처리

• 작은 롤러 피치가 요구되는 중량 이송물의 실내 구동 이송

• 팰릿, 연속 러너가 장착되지 않은 스틸 컨테이너

• 밀봉된 정밀 볼 베어링(6003 2RZ)

• 관에 용접된 스틸 스프로킷

• 용접 후 부품으로 아연도금

• 플랫폼 1700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60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장치
시리즈 3560작은 롤러 피치에 적합한 안정성 있는 고정식 구동장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116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124 125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2열 스틸 스프로킷 치수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플랜지

• 관 슬리브
 - 연성 PVC 슬리브
 - 고무 코팅

제품 선택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토오크 전달 Ø 17mm(M12 x 20)
아연도금 스틸 60 x 3.0 스틸 스프로킷 5/8″, Z = 13 6003 2RZ 3.56W.JDC.RAJ

2열 스틸 스프로킷 5/8″, Z = 13 6003 2RZ 3.56W.JDB.RAL

참조 번호 외에 참조 길이 RL과 옵션으로 관 슬리브 치수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참조 번호의 예: 3.56A.JDC.RAJ - 464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60, 관 Ø 60 mm, 스틸 스프로킷 5/8”, Z = 13, 축

Ø Ø 17 mm, 암나사 축이며 참조 길이 464 mm용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과 같이 치수가 

표시된 도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L = EL - 36. 이미 1 mm 및 0.5 mm 의 측면 축방향 유격을 

고려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 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36 = 464 mm.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참조 길이/주문 길이 RL은 컨베이어 롤러에 기준 가장자리가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스틸 스프로킷의 치수

표준

주문 정보

주문 예

치수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60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장치
시리즈 3560작은 롤러 피치에 적합한 안정성 있는 고정식 구동장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116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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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27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선택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토오크 전달 Ø 20mm

(M12 x 20), 

플랜지 미포함

Ø 20mm

(M12 x 20), 

플랜지 포함
아연도금 
스틸

80 x 3.0 플라스틱 스프로킷 5/8″, Z = 18 6205 2RZ
6204 2RZ

3.6AJ.J8E.S42 3.6AJ.J8D.S42

플라스틱 스프로킷 5/8″, Z = 15 6205 2RZ
6204 2RZ

3.6AC.J8E.S42 3.6AC.J8D.S42

타이밍 벨트 헤드 6205 2RZ
6204 2RZ

3.6AZ.J8E.S38 3.6AZ.J8D.S38

2열 플라스틱 스프로킷 5/8″, Z = 18 6205 2RZ
6204 2RZ

3.6AK.J8E.S38 3.6AK.J8D.S38

2열 플라스틱 스프로킷 5/8″, Z = 15 6205 2RZ
6204 2RZ

3.6AD.J8E.S38 3.6AD.J8D.S38

89 x 3.0 플라스틱 스프로킷 5/8″, Z = 18 6205 2RZ
6204 2RZ

3.6AL.J90.S42 3.6AL.J8C.S42

플라스틱 스프로킷 5/8″, Z = 15 6205 2RZ
6204 2RZ

3.6AE.J90.S42 3.6AE.J8C.S42

타이밍 벨트 헤드 6205 2RZ
6204 2RZ

3.6AX.J90.S38 3.6AX.J8C.S38

2열 플라스틱 스프로킷 5/8″, Z = 18 6205 2RZ
6204 2RZ

3.6AM.J90.S38 3.6AM.J8C.S38

2열 플라스틱 스프로킷 5/8″, Z = 15 6205 2RZ
6204 2RZ

3.6AF.J90.S38 3.6AF.J8C.S38

요청 시 표준 제품 외에 추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음 두 페이지 참조).

참조 번호의 예: 3.6AC.J8E.S42 - 464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600용으로 아연도금 스틸, 관 Ø 80 mm, 폴리머 

스프로킷 5/8“, Z= = 15, 축 Ø 20 mm, 플랜지가 없는 암나사 축이며 참조 길이는 464 mm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과 같이 치수가 표시된 도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L = EL - 36. 측면당 

0.5 mm 의 축방향 유격은 이미 고려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 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36 = 464 mm.

표준

주문 예

제품 설명

• 매우 조용한 저소음 작동
 - 유리섬유 강화 점소성 폴리아미드로 만든 구동장치 헤드

• 비틀림에 안전한 구동부 및 관에 대한 축 이동
 - 관의 양 끝단을 노치 가공하여 압입함

• 다양한 구동 버전
 - 2열 및 1열 구동, 타이밍 벨트 구동

• 이송물의 부드러운 측면 밀림
 - 롤러 양 끝단 곡면 처리

• 중량 이송물의 실내 구동 이송

• 팔레트, 스틸 컨테이너 등

• 밀봉된 정밀 볼 베어링(6204 2RZ, 6205 2RZ)

• 플랫폼 1450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3,50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0.50 m/s
온도 범위 0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아미드
구동장치 헤드 폴리아미드
씰 폴리아미드
볼 베어링 스틸 6204 2RZ, 6205 2RZ

동적 하중 및 표면 하중은 허용하중의 가정 사항입니다.

암나사 축 버전

관 Ø

mm

토오크 전달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설치 길이 - 단위: mm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80 x 3 폴리머 스프로킷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89 x 3
80 x 3 2열 폴리머 스프로킷 

또는 타이밍 벨트 헤드
3,500 3,500 3,150 3,000 2,930 2,880 2,850 2,820

89 x 3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허용하중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600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장치
시리즈 3600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표준 솔루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116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950 페이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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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가 없는 타이밍 벨트 헤드용 치수

 

플랜지용 치수

 

구동장치 플랜지의 피치 A
mm

스프로킷 최소 56
2열 스프로킷 최소 82
타이밍 벨트 최소 82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아연도금 스틸 관 Ø 80 x 2 mm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플랜지가 없는 폴리머 스프로킷 5/8“용 치수

톱니 수 팁 원 Ø
mm

피치 원 Ø
mm

A Ø 
mm

15 83 76.36 59
18 98 91.42 66

플랜지가 없는 2열 폴리머 스프로킷 5/8“용 치수

 

톱니 수 팁 원 Ø

mm

피치 원 Ø

mm

A Ø 

mm
15 83 76.36 59
18 98 91.42 66

치수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600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장치
시리즈 3600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표준 솔루션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116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950 페이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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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택

암나사 축 버전

관 볼 베어링

 

축

참조 번호

재질 Ø mm 토오크 전달 Ø 20mm

(M12 x 20), 

플랜지 미포함

Ø 20mm

(M12 x 20), 

플랜지 포함
아연도금 
스틸

80 x 3.0 스틸 스프로킷 5/8″, Z = 18 6205 2RZ 3.951.JJC.S9F 3.951.JJD.S9F
스틸 스프로킷 5/8″, Z = 15 6205 2RZ 3.951.JJP.S9F 3.951.JJ1.S9F
2열 스틸 스프로킷 5/8″, Z = 18 6205 2RZ 3.951.JKC.S9E 3.951.JKD.S9E
2열 스틸 스프로킷 5/8″, Z = 15 6205 2RZ 3.951.JKW.S9E 3.951.JK1.S9E

89 x 3.0 스틸 스프로킷 5/8″, Z = 18 6205 2RZ 3.952.JJE.S9F 3.952.JJF.S9F
스틸 스프로킷 5/8″, Z = 15 6205 2RZ 3.952.JJY.S9F 3.952.JJ2.S9F
2열 스틸 스프로킷 5/8″, Z = 18 6205 2RZ 3.952.JKE.S9E 3.952.JKF.S9E
2열 스틸 스프로킷 5/8″, Z = 15 6205 2RZ 3.952.JKY.S9E 3.952.JK2.S9E

요청 시 표준 제품 외에 추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음 두 페이지 참조).

참조 번호의 예: 3.951.JJP.S9F - 464

이 참조 번호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950용으로 아연도금 스틸, 관 Ø 80 mm, 스틸 

스프로킷 5/8“, Z= = 15, 축 Ø 20 mm, 플랜지가 없는 암나사 축이며 참조 길이는 464 mm입니다. 

참조 길이 RL은 다음과 같이 치수가 표시된 도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L = EL - 36. 

측면당 0.5 mm 의 축방향 유격은 이미 고려된 상태입니다. 컨베이어 내측 폭은 500 mm이며, 이 

폭은 설치 길이 EL에 해당합니다. 즉, 참조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 36 = 464 mm.

표준

주문 예

제품 설명

• 특히 견고하고 안정적인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 용접된 스틸 스프로킷

•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600과 호환
 - 동일한 스프로킷 치수

• 다양한 구동 버전
 - 2열 및 1열 구동장치

• 이송물의 부드러운 측면 밀림
 - 롤러 양 끝단 곡면 처리

• 중량 이송물의 실내 구동 이송

• 팔레트, 스틸 컨테이너 등

• 밀봉된 정밀 볼 베어링(6205 2RZ)

• 관에 용접된 스틸 스프로킷

• 용접 후 부품으로 아연도금

• 플랫폼 1450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5,000 N
최대 컨베이어 속도 0.5 m/s
온도 범위 0 ~ +40 °C

재질  
베어링 하우징 폴리아미드
구동장치 헤드 스틸
씰 폴리아미드
볼 베어링 스틸 6205 2RZ

동적 하중 및 표면 하중은 허용하중의 가정 사항입니다.

암나사 축 버전

관 Ø

mm

토오크 전달 최대 허용하중 - 단위: N

설치 길이 - 단위: mm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80 x 3 1 & 2열 스틸 스프로킷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4,740 3,600
89 x 3 1 & 2열 스틸 스프로킷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관련 플랫폼

허용하중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950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장치
시리즈 3950고하중을 위한 가장 안정적인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116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60 페이지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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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용 치수

구동장치 플랜지의 피치 A
mm

스프로킷 최소 54
2열 스프로킷 최소 80

옵션

Interroll에서는 표준 제품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코팅하지 않은 스틸 구동부에 아연도금 스틸 관 용접

RL 참조 길이/주문 길이

EL 설치 길이

AGL 축의 총 길이

플랜지가 없는 스틸 스프로킷 5/8“용 치수

톱니 수 팁 원 Ø
mm

피치 원 Ø
mm

A Ø 
mm

15 83 76.36 60
18 98 91.42 70

플랜지가 없는 2열 스틸 스프로킷 5/8“용 치수

 

톱니 수 팁 원 Ø
mm

피치 원 Ø
mm

A Ø 
mm

15 83 76.36 60
18 98 91.42 70

치수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950
컨베이어 롤러
고정식 구동장치
시리즈 3950고하중을 위한 가장 안정적인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116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60 페이지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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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컨 베 이 어  부 품  및  액 세 서 리
프레셔 롤러 시리즈 2600 평벨트용 페이지 136

볼 트랜스퍼 유닛 시리즈 5500 최대 허용하중 500 N, 폴리머 하우징 페이지 138

시리즈 5000 최대 허용하중 20,000 N, 스틸 하우징 페이지 142

컨베이어 휠 시리즈 2130 폴리머 컨베이어 휠 Ø 48 mm 페이지 146

시리즈 2370 폴리머 컨베이어 휠 Ø 38 mm 페이지 148

시리즈 2200 스틸 컨베이어 휠 Ø 48 mm 페이지 150

OmniWheels 시리즈 2500 Omniwheel Ø 48 mm 및 Ø 80 mm 페이지 152

시리즈 2800 옴니마트 모듈 48 mm 페이지 154

롤러 트랙 시리즈 BU 40 푸시 컨베이어 트랙, 경량 및 중중량 컨테이너 페이지 156

시리즈 BU 50 푸시 컨베이어 트랙, 중중량 및 중량 팔레트 페이지 158

시리즈 Floway 오더 피킹 선반 및 롤러 카펫용 페이지 160

컨베이어 롤러 
액세서리

PolyVee 벨트 시리즈 3500 및 RollerDrive용 구동 벨트 페이지 162
플랜지 경량 및 중중량 컨테이너용 축방향 가이드 페이지 163
다양한 축 모양 표준축의 ± 축 모양 페이지 164
축 어댑터 잡음 최적화용 폴리머 축 어댑터 페이지 164
정전기 방지 부품 전기 에너지 전도 배출용 황동 볼 페이지 165

RollerDrive 
액세서리

Z-Card용 케이블 페이지 166
확장 케이블 페이지 167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

서리

개요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RollerDrives개요 페이지 82 DriveControls개요 페이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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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그림: 2601/2606용 치수

 

그림: 2611용 치수

 

그림: 2610용 치수

 

그림: K 212용 치수

제품 설명

• 볼 베어링 서포트 
 - 고정식 나사용

• 대체품 -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
 - 부식 방지성

• 벨트 가이드용 테이퍼형 표면
 - 자동조심 기능

• 평벨트 구동장치용 벨트 프레셔 롤러

• 길이 20 ~ 30 mm 의 광폭 평벨트에 적합

• 프로파일에 유동식 고정

• 정밀 볼 베어링 6000 2RZ, 대체품은 스테인리스 스틸 및 688 2RZ

• 폴리아미드로 만든 원형 벨트 휠 K 212용 슬라이드 베어링 

제품 선택

구동장치 

매체

 

베어링 구조

 

플랜지

 

재질

 

색상

 

최대 허용

하중

최대 컨베

이어 속도

참조 

번호

N m/s
평벨트 6000 2Z ü 폴리아미드 검정색 2,500 2.5 2601

6000 2Z 
스테인리스 스틸

ü 폴리아미드 흰색 2,500 2.5 2606

6000 2Z   폴리아미드 검정색 2,500 2.5 2611
688 2Z 
스테인리스 스틸

ü 폴리옥시메틸렌 회색 2,000 2.5 2610

원형 벨트 슬라이드 베어링   폴리아미드 회색 1,000 1.2 K 212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프레셔 롤러 2600 기타 이송 부품

프레셔 롤러평벨트 및 원형 벨트용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 페이지 38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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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Ø
 8

.1

36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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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1

32

Ø
 3

9.
5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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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2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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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30.5

36

Ø
 3

2

32

Ø
 8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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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31.5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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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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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8 139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선택

고정

 

볼 Ø 재질

 

최대 허용하중 중량 참조 번호

 mm N g
나사형 핀 25.4 스틸 500 117 5504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500 117 5509
폴리머 200 59 5512

베이스 플랜지 25.4 스틸 500 109 5500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500 109 5505
폴리머 200 51 5520

상단 플랜지 25.4 스틸 500 107 5503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500 107 5508
폴리머 200 41 5522

헤드 플랜지 25.4 스틸 500 109 5501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500 109 5506
폴리머 200 51 5521

제품 설명

• 모든 방향으로 이송 가능

• 간단한 구조의 교차점 및 스위치 블레이드

• 용이한 작동 볼

•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옵션)

• 폴리머 볼
 - 민감한 재질의 표면 손상 없음

• 표면이 매끄러운 중중량 판, 컨테이너 정렬

• 스틸 또는 목재 판 밀기

• 이송물이 일정하게 지지되도록 서포트 볼은 작동 중인 메인 볼 아래에서 회전합니다.

• 폴리아미드 하우징

• 열처리된 서포트 볼 사용

• 먼지나 물방울로부터 스틸 볼을 보호하기 위해 펠트 씰 사용

• 볼 롤러의 허용하중은 볼 수평이 정확하게 동일할 경우 최상으로 사용됩니다.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설계 정보

볼 트랜스퍼 유닛 5500
기타 이송 부품

볼 트랜스퍼 

유닛최대 허용하중 500 N, 폴리머 하우징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스틸 볼 트랜스퍼 유닛 5000 페이지 142



140 141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치수

D Ø

mm

E Ø

mm

C

mm

F

mm

G

mm

H

mm

T

mm
44.0 - 0.2 7 60 74 / 52 35 26 3

 

D Ø

mm

F Ø

mm

B

mm

G

mm

H

mm

T

mm
44.0 - 0.2 52 19.5 35 26 3

베이스 플랜

지를 포함한 

치수

상단 플랜지를 

포함한 치수

D Ø

mm

F Ø

mm

A

mm

G

mm

H

mm

L

mm

T

mm
44.0 - 0.2 52 M8 35 26 22 3

 

 

D Ø

mm

E Ø

mm

B

mm

C

mm

F

mm

G

mm

H

mm

T

mm
44.0 - 0.2 7 19.5 60 74 / 52 35 26 3

나사 핀을 포

함한 치수

헤드 플랜지를 

포함한 치수

볼 트랜스퍼 유닛 5500
기타 이송 부품

볼 트랜스퍼 

유닛최대 허용하중 500 N, 폴리머 하우징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스틸 볼 트랜스퍼 유닛 5000 페이지 142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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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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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43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선택

고정

 

볼 Ø 재질

 

최대 허용하중 중량 참조 번호

 mm N g
나사형 핀 12.7 스틸 360 43 5014

25.4 1,820 480 5015
25.4 3,200 598 5016
38.1 10,000 1,198 5017
50.8 20,000 5,500 5018

베이스 플랜지 12.7 스틸 360 78 5019
25.4 1,820 480 5020
25.4 3,200 797 5021
38.1 10,000 1,284 5022
50.8 20,000 5,556 5023

헤드 플랜지 12.7 스틸 360 78 5024
25.4 1,820 432 5025
25.4 3,200 802 5026
38.1 10,000 1,284 5027
50.8 20,000 5,844 5028

제품 설명

• 모든 방향으로 이송 가능

• 간단한 구조의 교차점 및 스위치 블레이드

• 용이한 작동 볼

• 표면이 매끄러운 중중량 판 및 중량 판, 컨테이너 정렬

• 스틸 또는 목재 판 밀기

• 위아래를 뒤집어 설치 가능

• 이송물이 일정하게 지지되도록 서포트 볼은 작동 중인 메인 볼 아래에서 회전합니다.

• 볼들은 열처리된 버섯 모양의 스틸 테이블 위에서 회전하는 많은 작은 회전 볼 위에서 작동합니다.

• 볼 롤러의 허용하중은 볼 수평이 정확하게 동일할 경우 최상으로 사용됩니다.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설계 정보

스틸 볼 트랜스퍼  

유닛 5000
기타 이송 부품

볼 트랜스퍼 

유닛최대 허용하중 20,000 N, 스틸 하우징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폴리머 하우징 시리즈 5500이 포함된 볼 트랜스퍼 유닛 페이지 138



144 145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치수

볼 Ø

mm

CxC

mm

D

mm

E

mm

FxF

mm

T

mm

W

mm

Y

mm
12.7 34.9 pcd 23.8 2 x 3.6 44.5 sq 3.2 18.6 22.6
25.4 44.5 sq 44.5 4 x 5.6 57.2 sq 4.8 35.7 41.3
25.4 57.9 sq 50.8 4 x 7.1 76.2 sq 6.4 38.1 44.5
38.1 57.9 sq 60.3 4 x 7.1 76.2 sq 12.7 48.8 61.5
50.8 101.6 sq 111.1 / 104.8 원뿔형 4 x 11 127 sq 12.7 82.5 98.4

볼 Ø

mm

D

mm

d

mm

L

mm

W

mm

Y

mm
12.7 20.6 M8 15.9 15.1 35.0
25.4 44.5 M12 25.4 43.0 74.0
25.4 50.8 M12 25.4 45.2 77.0
38.1 60.3 M20 41.1 60.3 114.1
50.8 101.6 M24 50.8 93.3 160.0

베이스 플랜

지를 포함한 

치수

나사 핀을 포

함한 치수

볼 Ø 

mm

B

mm

CxC

mm

D

mm

E

mm

FxF

mm

T

mm

Y

mm
12.7 11.4 34.9 pcd 23.8 2 x  3.6 44.5 직경 3.2 11.2
25.4 31.0 44.5 sq 44.5 4 x  5.6 57.2 sq 4.8 10.3
25.4 31.8 57.9 sq 50.8 4 x  7.1 76.2 sq 6.4 12.7
38.1 34.9 57.9 sq 60.3 4 x  7.1 76.2 sq 12.7 25.4
50.8 65.1 101.6 sq 110.0 4 x  10.2 127.0 sq 19.1 33.3

헤드 플랜지를 

포함한 치수

스틸 볼 트랜스퍼  

유닛 5000
기타 이송 부품

볼 트랜스퍼 

유닛최대 허용하중 20,000 N, 스틸 하우징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폴리머 하우징 시리즈 5500이 포함된 볼 트랜스퍼 유닛 페이지 138

T

W

Y

FxF

D

CxC

E

W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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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47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설명

• 저소음 작동

• 내충격성 폴리머 소재

• 2열 볼 레이스

• 플랫폼 1100 기반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재질 폴리프로필렌
색상 검정색
베어링 아연도금 스틸 중심의 스틸 볼
정적 허용하중 100 N
동적 허용하중 200 N
중량 27 g

참조 번호

 구멍 Ø 

mm

맞춤 고무 타이어 참조 번호

6.5 2130
8.2 2131
6.5 ü 2132
8.2 ü 2133

폴리머 컨베이어 휠 2130
기타 이송 부품

폴리머 컨베이

어 휠2열 볼 레이스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스틸 컨베이어 휠 2200 페이지 150

치수

6.
5

8.
2

17

24

Ø
 4

8
Ø



148 149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치수

그림: 플랜지가 포함되지 않은 치수 그림: 플랜지가 포함된 치수

제품 설명

• 간단한 설치

• 저소음 작동

• 내충격성 폴리머 소재

• 2열 볼 레이스

• 프로파일에 유동식 고정

• 아연도금 축 핀, M8 15 mm

• 2 mm의 스크루드라이버를 위한 틈

• 플랫폼 1100 기반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재질 폴리프로필렌
정적 허용하중 50 N
동적 허용하중 100 N

제품 선택

버전 베어링 색상 중량 참조 번호
플랜지 미포함 아연도금 스틸 핀에 있는 스틸 볼 검은색 45g 2371

스테인리스 스틸 핀에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볼 회색 45g 2373
플랜지 포함 아연도금 스틸 핀에 있는 스틸 볼 검은색 49g 2370

스테인리스 스틸 볼 및 스테인리스 스틸 핀 회색 49g 2372

폴리머 컨베이어 휠 2370
기타 이송 부품

폴리머 컨베이

어 휠스핀들이 있는 2열 볼 레이스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2.
5

M8

Ø 38

28
15 2.

5

M8

Ø 38

28

15

Ø 60

25



150 151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설명

• 뛰어난 작동 안정성

• 작동 표면을 열처리하여 작동 수명이 긺

• 1열 볼 레이스

• 플랫폼 1200 기반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재질 아연도금 스틸
베어링 아연도금 스틸 중심의 스틸 볼
정적 허용하중 100 N
동적 허용하중 200 N
중량 60 g

참조 번호

구멍 Ø 

mm

맞춤 고무 타이어 참조 번호

6.5 2200
8.2 2201
6.5 ü 2202
8.2 ü 2203

스틸 컨베이어 휠 2200
기타 이송 부품

스틸 컨베이

어 휠1열 볼 레이스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폴리머 컨베이어 휠 2130 페이지 146

치수

6.
5

8.
2

16

24

Ø
 4

8
Ø



152 153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치수

 

롤러 Ø

mm

X

mm

Y

mm

W

mm

V 

mm
48 3 3 21.5 40
80 4 4 34 65

제품 설명

• 간단한 설치

• 모든 방향으로 이송 가능

• 컨베이어 휠을 서로 연결할 수 있음

• 간단한 구조의 교차점 및 스위치 블레이드

• 습한 환경

• 먼지가 많은 환경

• 육각형 축을 이용해 한 방향으로 구동하는 버전

• 스테인리스 스틸 핀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

• 플랫폼 1500 기반

• 이송물에 요구되는 평평하고 안정적인 기반

• 공동 작업하는 OmniWheel의 수평이 정확하게 동일하고 이송물의 표면이 매끄러운 경우 허용하

중을 최대한으로 사용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프레임 재료 폴리아미드
튜브 재질 폴리아미드
플러그 재료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베어링 슬라이드 베어링

제품 선택

롤러 Ø

mm

허브 개구부

mm

최대 허용하중

N

참조 번호

48 8.2 50 2570
48 8.1 육각형 50 2571
80 12.2 250 2580
80 11.2 육각형 250 2581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설계 정보

oMniWheel  2500 기타 이송 부품

OmniWheels스위치 블레이드 및 교차점용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볼 트랜스퍼 유닛 5500 페이지 138

X

W

Ø

Y

V



154 155재질 사양은 222 페이지부터     계획수립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은 168 페이지의 계획수립부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설명

• 모든 방향으로 이송 가능

• 고정식 형태 맞춤 접합을 위한 측면 도브테일 모양

• 습한 환경

• 부식 방지성

• OmniWheels 시리즈 2500(Ø 48 mm) 한 쌍 및 스테인리스 스틸 축(Ø 8 mm) 구비

• 이송물에 요구되는 평평하고 안정적인 기반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최대 허용하중 50 N
베어링 슬라이드 베어링
하우징 재료 폴리프로필렌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설계 정보

옴니마트 모듈 2800 기타 이송 부품

OmniWheels스위치 블레이드 및 교차점용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치수

 
참조 번호: 2800

61.2

5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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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번호

참조 번호 외에 전체 길이 L(반드시 52 mm의 배수여야 함)와 컨베이어 휠의 개수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버전 참조 번호
폴리머 컨베이어 휠 포함 BU40, L = XXmm, XX 번호 2139
스틸 컨베이어 휠 포함 BU40, L = XXmm, XX 번호 2208

치수

그림: 스틸 프로파일의 치수

 

 
그림: 롤러 트랙의 치수

그림: 폴리머 컨베이어  

휠이 포함된 치수

그림: 스틸 컨베이어 휠이  

포함된 치수

주문 정보

제품 설명

• 다양한 활용

• 경량물 및 중중량물 이송에 적합

• 경사진 컨베이어 및 밀기 작업용

• 측면 가이드

• 아연도금 스틸 프로파일

• 프로파일에서 휠 끼워넣기 기능

• 표준 피치 52 mm

• 컨베이어 휠 사용
 - 폴리머 휠 시리즈 2130
 - 스틸 휠 시리즈 2200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재질 아연도금 스틸
튜브 두께 1.2 mm
표준 피치 52 mm

허용하중 도표(표면 하중-편향 2 mm)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0.00

0.50

1.00

1.50

2.00

2.50

3.00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허용하중

롤러 트랙 Bu40 기타 이송 부품

롤러 트랙경량 및 중중량 컨테이너용 푸시 컨베이어 트랙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롤러 트랙 BU50 페이지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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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플랜지가 포함되지 않은 폴리머 컨베이어 롤러
플랜지가 포함된 폴리머 컨베이어 롤러
스틸 컨베이어 롤러

치수

그림: 롤러 트랙의 치수

그림: 스틸 프로파일의 치수 그림: 플랜지가 포함되지 않는 폴리머  

컨베이어 롤러의 치수

그림: 플랜지가 포함된 폴리머  

컨베이어 롤러의 치수

그림: 스틸 컨베이어 롤러가  

포함된 치수

제품 설명

• 다양한 활용

• 다른 피치 가능

• 중중량물 및 중량물 이송에 적합

• 경사진 컨베이어 및 밀기 작업용

• 측면 가이드

• 아연도금 스틸 프로파일

• 롤러는 프로파일에서 리벳으로 연결, 리벳 축 8 mm

• 사용되는 플랫폼 1700 컨베이어 롤러:
 - 플랜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폴리머 컨베이어 롤러(Ø 50 mm), 정적 허용하중 300 N /

동적 허용하중: 400 N
 - 스틸 관이 포함된 컨베이어 롤러(Ø 50 mm): 정적 허용하중 1,200 N /동적 허용하중: 1,600 N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재질 아연도금 스틸
튜브 두께 2.5 mm
표준 피치 52, 78, 104, 156 mm

허용하중 도표(표면 하중-편향 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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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번호

해당 지역 Interroll 고객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허용하중

롤러 트랙 Bu50 기타 이송 부품

롤러 트랙

중중량 및 중량 팔레트용 푸시 컨베이어 트랙 및 다이버터 
장비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롤러 트랙 BU40 페이지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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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그림: 휠

그림: 휠 트랙

제품 설명

• 축 플랜지가 프로파일 보강
 - 중하중에서도 휠의 무구동 작동 보장

• 오더 피킹 선반용 휠 트랙

• 중력 및 밀기 작동용 롤러 카펫

• 경량물 및 중중량물 이송용

• 경사진 컨베이어 및 밀기 작업용

• 고압축 폴리에틸렌 휠

• 아연도금 스틸 프로파일

• 연속, 아연도금, 3 mm 축

기술 데이터

일반 기술 데이터  
재질 폴리아미드
표준 피치 28 mm
롤러 색상 검정색
휠당 최대 허용하중 80 N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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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roll 고객 컨설턴트와 프로파일 길이를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객 이점

이용 범위

특성

허용하중

주문 정보

FloWay 기타 이송 부품

롤러 트랙오더 피킹 선반 및 롤러 카펫용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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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

제품 설명

• Ø 50, 60, 80 및 89 mm의 관에 알맞은 안정된 완벽한 플랜지

• 관에 원형으로 용접

• 안정된 측면 가이드가 이송물이 측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

• 다음과 같은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용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스틸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200

 -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

 -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

 - 무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450

피치의 경우, 플랜지가 포함된 2개 이상의 컨베이어 롤러가 이송물에 반드시 접촉되도록 해야 

합니다.

치수

주문 시 치수 A + D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d

mm

B

mm

s

mm

w

mm

A
최소

mm

D
최소

mm
50 75 3 8.5 22 22
60 100 3 8.5 22 22
80/89 150 4 18 30 30

설계 정보

주문 정보

PolyVee 벨트

제품 설명

• 표준 벨트: ISO 9981, DIN 7867
 - 유연한 표준 벨트

 - 원형 벨트보다 상당히 긴 사용 수명

 - 비교 가능한 원형 벨트보다 최대 300% 더 많은 토오크 전달

 - 유연한 표준 벨트, 1 ~ 3%의 사전 장력

 - 커브 구동용으로도 적합(2-립 벨트만 해당)

제품 선택

립의 수 이송물 최대 중량

kg

롤러 간격

mm

참조 번호

2 50 60 H68B
75 H68C
100 H68D
120-125 H68E

3 300 60 H68F
75 H68G
100 H68H
120-125 H68J

컨 베 이 어  롤 러  액 세 서 리
액세서리

컨베이어 롤러 

액세서리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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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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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축 모양

제품 설명

• 축 모양은 표준에서 연장 또는 축소를 통해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용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부드럽게 작동하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100

 - 스틸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200

 -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

• 다음의 축 버전용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암나사 축

 - 수나사 축

 - 스프링-고정 축

 - 면취 가공 축

가능한 축 모양은 실제 축 버전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 Interroll 고객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씰에 의한 축 서포트는 축의 사양 변경 시 성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큰 축의 힘이 측면으로 

작용할 경우 스페이스 관과 같은 대체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축 어댑터

제품 설명

• 개방형 길이 방향 구멍이 있는 적절한 프로파일 구조

• 낮은 소음도

• 폴리옥시메틸렌으로 만든 전도성 폴리머 축 어댑터, 단단한 축에 적합

• 설치 길이 증가

• 축 어댑터는 시리즈 1700의 테이퍼형 축 셔틀의 대체품이 아님(페이지 38)

• 컨베이어 롤러는 위부터 측면에 느슨하게 놓여 있음

제품 선택

축 Ø

mm

외부 치수

mm

EL

mm

참조 번호

8 11 육각형, 11의 길이 +5 K258
10 SW12 x 8 +4 K247

주문 정보

설계 정보

고객 이점

특성

설계 정보

정전기 방지 부품

제품 설명

• 황동 볼은 관의 표면에서 전기 에너지를 전도시킴

• 스틸 관과 축이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 모든 그루브 타입의 롤러의 표준 사양임

• 이 제품은 모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시리즈 1500 제외)와 모든 관 직경에 맞게 주문 가능

해당 지역 Interroll 고객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에너지는 축에서 프로파일로 전도되어야 합니다. 설비 건설업체는 적정 조치를 알맞게 취해 

롤러 축과 프레임 프로파일 사이에 탁월한 전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문 정보

설계 정보

컨 베 이 어  롤 러  액 세 서 리
액세서리

컨베이어 롤러 

액세서리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컨베이어 롤러 개요 페이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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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erDrive EC310용 확장 케이블

제품 설명

• 보호 등급: IP66

• 길이: 2 m

• 연결: 양쪽 끝단의 플러그 시스템

참조 번호: 89VN

Z-Card용 케이블

제품 설명

• 모든 케이블은 적절한 커넥터 및 양 끝단의 보호 슬리브와 함께 제공되며, 즉시 설치할 수 있습

니다.

제품 선택

케이블 설명 참조 번호

통신 케이블 Z-Card에서 Z-Card로 89VC
센서 연결 케이블 M8 센서의 경우, 길이 1 m 89VA

M8 센서의 경우, 길이 2 m 89VB
전원 유닛용 연결 케이블 길이 1 m, 개방형 선 89VJ

Ro l l e R D R i v e  액 세 서 리
액세서리

RollerDrive 

액세서리

기타 컨베이어 부품 및 액세서리 페이지 134



168 169www.interroll.com

계획수립부 및 재질 사양

계획수립부의 목적은?

계획수립부는 컨베이어 설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설계 작업은 물론, 구성부품 선택 업무를 

지원합니다. 계획수립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제공합니다.

• 제품 선택 시 결정 지원

• 광범위한 제품 및 재료 설명

• 용도, 적용 기준 및 제한 관련 정보

• 카탈로그 소개

재질 사양의 목적은?

재질 사양은 참조 문서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Interroll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에 관한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관, 베어링, 축, 구동장치 및 폴리머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부 및 

재질 사양

개요

계획수립의 기초 구성 원리
이송물의 크기 페이지 170 직선 컨베이어 구간용 페이지 206
이송물의 무게 페이지 171 커브용 페이지 212
이송 제품의 재질 페이지 172 RollerDrives 및 제어장치용 페이지 218
컨베이어 시스템/ 
환경 조건과 관련된 요건

 
페이지 173

계획수립 정보 재질 사양
플랫폼 페이지 174 관 페이지 222
관 페이지 178 베어링 페이지 223

관 재질/관 슬리브 페이지 179 축 페이지 224
플랜지/그루브가 있는 관 페이지 183 구동장치 페이지 225

베어링 페이지 186 테크노 폴리머 페이지 226
구동장치 페이지 188
축 페이지 200



170 171www.interroll.com

이송물의 무게

이송물의 무게는 특히 다음 사항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 치수, 피치 및 베어링 하중: 개별 롤러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

한 여러 하중 베어링 컨베이어 롤러 위에 이송물의 중량을 반드시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는 곧 

네 개 이상의 컨베이어 롤러로 이송물을 지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관의 

치수가 클수록 허용하중이 큽니다. 허용하중은 나사 축에 따라서도 증가하는데, 이를 통해 컨베

이어가 추가적으로 보강되어 크로스 타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 구동장치: 다양한 구동장치들이 Interroll 제품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동장치는 

반드시 알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송물의 불균일한 무게 분산은?

• 원칙적으로 이송물/컨테이너의 무게는 가능한 한 균일하게 분산되어야 합니다. 무게가 불균일하

게 분산될수록 이송 작업은 신뢰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팔레트의 경우, 팔레트 아래의 롤러

만이 실제로 부하를 감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유로-팔레트). 이와 같이 팔레트 이송 시 

부하를 감당하는 롤러 부분은 일반적으로 최대 네 개의 롤러로 제한됩니다.

이송물의 무게

는?

이송물의 무게 

분산은?

이송물의 특성, 컨베이어 시스템 및 주변 조건에 관한 요건이 시스템 계획수립의 기반입니다. 다음 

질문과 그 결과 조건을 고려하여 컨베이어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가능한 한 최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한 제품을 선택해 보십시오.

이송물의 크기

이송물의 길이와 너비는 다음 세 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 직선 가동: 넓이 대 길이의 비율이 클수록 직선 이송이 더욱 안정됩니다. 넓이에 비해 길이가 더 

짧은 경우 제품의 직선 이송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롤러 길이: 롤러 길이는 보통 이송 제품의 너비 + 50 mm 또는 팔레트와 같이 매우 큰 품목의 경

우  + 100 mm로 설계합니다. 커브에서는 테이퍼형 컨베이어 롤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그 

길이는 별도로 계산해야만 합니다(계획수립부 페이지 212 참조).

• 롤러 피치: 이송물을 원활하게 이송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품 아래에 세 개 이상의 컨베이어 롤러

가 위치하도록 롤러 피치를 설계해야만 합니다.

바닥에 닿는 면에 비해 이송물의 높이가 클수록 컨베이어에서 이동할 때 뒤집힐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컨베이어에서 가능한 한 기저 표면이 큰 상태로 제품을 원활하게 이송하기 위해서는 롤러 피치

를 최대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 급격하게 가속하거나 거칠게 제동해서는 안 됩니다.

• 경사진 컨베이어 트랙의 경우, 이송물의 중력 중심을 결정하고 뒤집힐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송물의 길이

와 너비는?

이송물의 높이

는?

계획수립의 기초
계획수립부

계획수립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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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시스템에 관한 요건

다음 조건들에 따라 컨베이어 시스템의 사양이 결정됩니다.

• 단위 시간당 최대 처리율

• 이송물의 형상

• 이송 제품의 무게 및 재질

• 제어 요건

• 환경 조건

롤러에서 물체가 이송될 때 기본적으로 정전기가 발생됩니다.

• 정전기 방지 버전: Interroll은 스파크 없이 즉시 정전기를 전도시켜 없에기 위해 모든 제품의 정

전기 방지 버전을 제공합니다. 그루브 구동 컨베이어 롤러는 기본적으로 정전기 방지 기능을 갖

춘 제품입니다. 정전기는 정전기 방지 소재를 이용, 관에서 축 방향으로 낮은 옴 저항으로 전도

됩니다. 롤러를 놓거나 고정하는 프로파일 개구부는 스파크 없이 접지된 측면 프로파일에 정전

기를 전도시키기 위해 코팅되지 않은 채로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설비 제조업체의 책임입니다.

소음 발생은 다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 구동장치: 모든 구동장치는 소음을 발생시키지만 Interroll 구동장치는 특히 저소음으로 설계되었

습니다. 원칙적으로 체인 구동장치는 PolyVee나 원형 벨트와 같은 벨트 구동장치보다 소음이 많

이 발생합니다.

• 재료 및 베어링: 거의 모든 Interroll 제품은 금속부 사이에 테크노폴리머를 사용하여 가능한 최상

의 소음도를 얻습니다.

습기가 있는 이송물 또는 습한 주위 환경은 다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재료 및 베어링: 정밀 볼 베어링이 포함된 컨베이어 롤러는 정상적인 주위 조건에서 습기와 먼지

로부터 이상적인 보호 기능을 발휘합니다. 시스템 구성부품이 습기와 수분에 계속 노출될 경우

에 대비하여 Interroll은 부식 방지성을 지닌 소재로 만든 스테인리스 볼 베어링과 관 및 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컨베이어 롤러는 -28 ~ +40 °C의 온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관련 

온도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의 제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표준 

온도 조건은 Interroll 고객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물의 길

이 또는 처리

율은?

정전기는?

저소음 시스

템?

부식 방지 시

스템?

극한 온도에서 

작동하는 시스

템?

이송 제품의 재질

재질, 특히 밑면의 상태는 회전 및 기동 저항에 영향을 미칩니다.

• 구동장치, 직경 및 피치: 폴리머 컨테이너와 같은 단단한 재료는 상자와 같이 부드러운 재료에 

비해 회전 및 기동 저항이 낮습니다. 이와 같은 사양은 필요한 구동장치 출력에 직접 영향을 끼

치므로 반드시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송물의 밑바닥이 부드러울수록 무게는 동일하지만 

밑바닥이 견고한 제품에 비교해 필요한 구동장치 출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송물이 

부드러울수록 선택한 롤러 피치가 작아야 합니다.

• 허용하중 및 피치: 립, 그루브, 융기부 또는 이송물의 밑면이 컨베이어 방향에 평행하게 움직이

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구동장치 출력은 특히 크로스 립의 경우 모양에 따라 늘

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 립은 이송 작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롤러 피치는 경험에 

따라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송 제품의 

재질은?

계획수립의 기초
계획수립부

계획수립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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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roll의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에는 소위 다섯 개의 "플랫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제품의 작동 및 사용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요소인 특정 유형의 베어링과 특정 재료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씰의 재료는 동일

• 베어링 형상은 다를 수도 있음

• 축과 관 치수는 물론, 재료를 결합하여 버전이 생성

이용 범위 

무구동용 업무용

• 특히 컨베이어 롤러의 경량 및 저소음 작동용

• 습윤 영역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

• 경량물 및 중중량물 이송용

• 구동 컨베이어에는 부적합

볼 베어링 및 재료

볼 베어링은 스틸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볼과 함께 폴리머로 제조되어 있습니다. 베어링의 외부 

링과 콘은 폴리프로필렌 또는 POM으로 제조됩니다. 베어링은 식품에 안전한 그리스로 윤활 

처리됩니다.

특성

플랫폼 1100은 정상 주위 온도에서 작동하는 중량 시스템을 위해 컨베이어 롤러가 경량이면서도 

특히 조용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폴리머의 특성 및 용도는 를 참조해 주십시오.

직경 20 mm에서의 최대 컨베이어 속도 0.1 m/s
직경 50 mm에서의 최대 컨베이어 속도 0.3 m/s
최대 허용하중 350 N
온도 범위 -5 ~ +40 °C

관련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 부드럽게 구동되는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100 페이지 28

• 컨베이어 휠 시리즈 2130 페이지 146

• 컨베이어 휠 시리즈 2370 페이지 148

무구동 컨베이

어용 플랫폼 

1100

플랫폼
계획수립 정보

플랫폼

이용 범위

• 폴리머 한도를 벗어난 온도 범위용
• 무구동 컨베이어 및 구동 컨베이어용
• 경량물 및 중중량물 이송용

볼 베어링 및 재료

압착된 베어링 시트와 금속 볼 베어링의 내부 링은 열처리되고 갈바나이즈 아연도금 처리됩니다. 
볼 베어링의 형상은 특히 컨베이어 롤러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같은 사양의 정밀 볼 베어링보다 큰 
베어링 편차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컨베이어 속도는 제한됩니다. 전체가 모두 스틸 구조이기 때문에 
소음도는 폴리머 하우징이 장착된 컨베이어 롤러보다 훨씬 더 큽니다.

특성

플랫폼 1200은 극한의 주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직경 30 mm에서의 최대 컨베이어 속도 0.3 m/s
직경 50 mm에서의 컨베이어 속도 0.8 m/s
최대 허용하중 1,200 N
온도 범위 -28 ~ +80 °C

관련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 스틸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200 페이지 32
• 스틸 컨베이어 휠 시리즈 2200 페이지 150

이용 범위

• 습윤 및 위생 영역용
• 무구동 컨베이어 및 구동 컨베이어용
• 경량물 및 중중량물 이송용

볼 베어링 및 재료

볼 베어링은 슬라이드 베어링으로 설계되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축 핀과 함께 폴리머(폴리아미드 또는 
POM + PTFE)로 제조되어 있습니다. 윤활 처리 없이 건조한 상태로 베어링이 구동될 수 있도록 베어링 
쌍의 재료 및 표면은 서로에 맞춰 조정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모두 부식 방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롤러는 폴리머 관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관을 사용할 경우 완벽한 부식 방지성을 지닙니다. 

특성

플랫폼 1500은 위생 영역 및 부식의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액체나 다른 물질이 롤러에 침투하지 않도록 베어링 하우징 모두 내부적으로 밀폐되어 있습니다. 
컨베이어 롤러는 기존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할 수 있습니다. 

폴리머의 특성 및 용도는 를 참조해 주십시오.

직경 30 mm에서의 컨베이어 속도 0.3 m/s
직경 50 mm에서의 컨베이어 속도 0.8 m/s
최대 허용하중 120 N
온도 범위 -10 ~ +40 °C

관련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 슬라이드 베어링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500 페이지 36

• OmniWheel 시리즈 2500 페이지 152

극한의 주변 

온도에 적합한 

플랫폼 1200

슬라이드 베어

링 컨베이어 

롤러용 플랫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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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범위

• 구동 컨베이어 및 무구동 컨베이어용

• 특히 대용량 하중 및 개별 고하중용

• 스틸 베어링 하우징 사용 시 극한의 온도에 적합

볼 베어링 및 재료

표준 버전의 베어링은 정밀 볼 베어링 6205 2RZ 또는 6204 2RZ입니다. 스프로킷 또는 타이밍 벨트 

헤드와 같은 구동장치 부품은 시리즈 3600의 경우 유리 섬유로 보강된 폴리아미드나 POM으로, 

시리즈 3950의 경우 스틸로 제조되어 있습니다. 무구동 측의 베어링 시트와 씰은 폴리아미드로 

제조되어 있습니다.

특성

플랫폼 1450은 무거운 개별 중량으로 인한 초고하중에 맞게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한 가지 버전은 

냉장 용도로 설계되었습니다.

테크노폴리머 구동장치 부품은 관에 형태 맞춤 방식으로 결합시켜 비틀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틸 구동장치 헤드 및 플랜지는 모두 최적의 부식 방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에 용접된 후 아연도금됩니다. 용접부 모두 특정 부위가 아닌 관 주변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폴리머의 특성 및 용도는  를 참조해 주십시오.

최대 컨베이어 속도 0.5 m/s
최대 허용하중 5,000 N
표준 버전의 온도 범위 -5 ~ +40 °C
스틸 베어링 하우징의 온도 범위 -28 ~ +40 °C

관련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450 페이지 118

•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600 페이지 126

• 고하중용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950 페이지 130

가장 무거운 

화물 운반용 

플랫폼 1450

이용 범위

• 구동 컨베이어 및 무구동 컨베이어용
• 특히 높은 컨베이어 속도에서 경량물 운송용
• 경량물 및 중중량물 이송용
• 광범위한 용도

볼 베어링 및 재료

볼 베어링은 밀폐형 DIN 정밀 볼 베어링 6002 2RZ, 689 2Z 및 6003 2RZ입니다. 볼 베어링 모두 무실리콘 
윤활유로 윤활 처리되며 스냅-온 형태의 가장자리 덕분에 롤러 끝단에 베어링 하우징이 견고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볼 베어링 6002 2RZ는 유성 버전 및 스테인리스 스틸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일체형 폴리프로필렌 씰은 볼 베어링의 내부 링에 고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 굵고 거친 먼지와 물방울로부터 볼 베어링 보호
• 축과 베어링의 내경의 치수 보상
• 볼 베어링으로 축력 변환

특성

플랫폼 1700은 소음도가 매우 낮아 고하중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최고의 사용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폴리아미드 베어링 하우징, 정밀 볼 베어링 및 폴리프로필렌 또는 POM 씰로 구성된 베어링 
설계 덕분에 컨베이어 롤러가 매우 조용하게 구동되며, 이와 동시에 고하중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 하우징 및 벨트 구동장치 헤드는 표준 버전의 관에 형태 맞춤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 1700이 지닌 고유한 특징은 암나사 축과 스프링-고정 축(축-셔틀 축 구조와 비교, 
페이지 202)의 이점을 결합한 테이퍼형 축-셔틀입니다.

폴리머의 특성 및 용도는 를 참조해 주십시오.

최대 컨베이어 속도 2.0 m/s
최대 허용하중 3,000 N
온도 범위 -5 ~ +40 °C

관련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 페이지 38

•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 light 페이지 18

• 테이퍼형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KXO 페이지 46

•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 페이지 50

• 테이퍼형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KXO페이지 58

• 테이퍼형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 KXO light 페이지 22

•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60 페이지 62

•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00 페이지 66

• 이중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60 페이지 74

• 이중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870 페이지 78

• RollerDrive 24V DC 페이지 82

다양한 활용의 

플랫폼 1700

플랫폼
계획수립 정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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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슬리브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 슬리브로 관 표면을 개선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 푸시-온 슬리브(PVC 및 PU)
• 고무 코팅
• 열처리된 관 표면

• 브러시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관

이용 범위

• 특별히 저소음이 요구되는 곳
• 민감한 이송물 보호
• 한층 더 향상된 이송물의 운송 및 분류 작업용
• 직경이 30 mm 가 넘고 최대 길이가 1,700 mm인 컨베이어 롤러용

• 아연도금 스틸 관 및 스테인리스 스틸 관에만 적합

과정

PVC 슬리브를 압축 공기로 부풀린 후 완성된 컨베이어 롤러를 유압 프레스를 사용하여 삽입하므로 
접착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 다음에 슬리브를 관 길이 혹은 필요한 치수(A - D)로 절단합니다.
구동장치 부품의 직경이 베어링 관보다 10 mm 넘게 크지 않은 경우, 용접된 구동장치 부품이 

포함된 컨베이어 롤러도 PVC 슬리브에 넣을 수 있습니다. 

특성

• 스틸 표면에 비해 PVC 표면의 마찰계수가 상당히 개선되어 컨베이어에서 이송물의 운송 능력 향상

• 외부 직경이 커져 속도가 높아지고 작업 능률이 향상됨

재질 연질 PVC
처리제
무실리콘, 무할로겐
비식품 안전성 및 비전도성

저항 비오일 내성 및 비석유 내성
경도 63 ± 5 Shore A 
색상 더스트 그레이, RAL 7037, 무광
관 직경 30, 40, 50, 60, 80 mm
벽 두께 2 mm, 5 mm
온도 범위 -25 ~ +50 °C

온도 -30 °C에서의 파열 위험

주문 정보
슬리브가 전체 관 길이를 덮을 것이 아니라면 주문 시 슬리브에 대한 관련 길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루빙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예: 구동 벨트 등) 여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수를 명시하지 

않으면 관 전체 길이가 덮이도록 슬리브를 절단합니다.

슬리브를 견고하게 장착하려면 슬리브 너비가 50 m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축방향 
힘이 슬리브에 가해져야 할 때에는(예: 횡적 변위나 횡적 공급) 보다 큰 너비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PVC 푸시-온 

슬리브

관 재료

관 재질 및 관 직경은 컨베이어 롤러의 허용하중과 작동을 결정합니다. 다음 항에서는 관 재료인 

스틸, 알루미늄 및 폴리머를 장단점과 함께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 모든 관 재료 중 강도와 굴곡 강도가 가장 우수

•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 성능 제공 가능

• 관에 스프로킷 및 플랜지 용접 가능

Interroll 컨베이어 롤러에 사용되는 스틸 관은 DIN EN 10305+1 및 DIN EN 10305-3에 따라 제한된 

공차(Interroll이 명시)로 제조되었습니다.

기타 버전:: 그루브가 있는 관, 유연한 슬리브가 있는 관, 고무를 입힌 관, 표면 열처리한 관, 브러시 

처리한 스테인리스 관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벨트에 접촉하게 되는 쌍을 이룬 관 용접에서 소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Interroll은 설비 건설업체가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시험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 강관에 비해 상당히 가벼움

• 부식 방지성

알루미늄 관은 강도가 약간 낮고 굽힘 강도가 스틸 관의 약 1/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무게는 동류 

스틸 관의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경 최대 30 mm의 알루미늄 관은 표면이 피막 처리되어 있습니다. 직경 50 mm의 알루미늄 관은 

피막 처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롤러 축과의 연결을 통해 정전기를 방전시킬 수 있습니다.

• 소음 감소

• 높은 내충격성

• 중량 감소

• 부식 방지성

• 간편한 청소

폴리머 관은 직경이 동일한 스틸 관에 비해 허용하중이 상당이 낮습니다.

직경이 30 mm가 넘는 관에서 베어링 어셈블리는 관에 꼭 맞는 방법으로 결합되어 완벽하게 안전한 

배치를 보장합니다.

스틸

알루미늄

PVC

관
계획수립 정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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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푸시-온 슬리브에 비해 상당히 높은 허용하중
• 매우 작은 직경 공차
• 특성에 따른 내화학성

경도 65 ± 5 Shore A
저항

오일/그리스, 석유 -
알칼리 +
방향성 -
케톤 +
산 +

색상 검은색
관 직경 30, 40, 50, 60, 80, 89 mm
벽 두께 2, 3, 4, 5 mm
직경 공차(연마) +0.50 mm / -0 mm
온도 범위 최대  +100 °C

이용 범위

• 스틸 관 롤러에서 허용하중이 높은 경우, 즉 스틸 컨테이너용
• 최대 길이 2,600 mm의 컨베이어 롤러용

과정

니트로 탄화로 관 표면을 열처리합니다. 층 두께는 약 10 ~ 20 µm입니다. 경화 표면은 무광의 
밝은 회색이며 박편이 없습니다. 후속 연마 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Interroll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베어링 하우징은 최대 1.5 mm의 관 벽면 두께로 미리 플랜지에 붙이며, 벽면 두께가 더 큰 경우 
관에 직선으로 장착되는 베어링 하우징을 사용합니다.

특성

• 내부식성 표면
• 뛰어난 연속 내진동
• 훌륭한 슬라이딩 특성
• 뛰어난 온도 내성
• 적은 뒤틀림
• 탁월한 내부식성

• 아연도금에는 적합하지 않음

경도 시험

니트로-탄화층에 대한 경도 시험은 비커스 경도 시험 과정에(HV)에 따라 실시합니다. 50 N은 

시험 하중(HV5)에 적합한 것으로 자체 입증되었습니다. 시험 하중이 더 높은 경우 코어 경도가 

시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잘못된 판독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 10 ~ 20 µm 지역의 

경도는 약 650 ~ 700  HV1(57 ~ 60 HRC)입니다.

열처리된 관 

표면

이용 범위

• 특히 스틸 컨테이너의 경우 소음 감소용

• 민감한 이송물 보호

• 약간 향상된 이송물의 운송 및 분류 작업용

• 직경이 50 mm 가 넘고 최대 길이가 1,700 mm인 컨베이어 롤러용 

• 아연도금 스틸 관 및 스테인리스 스틸 관에만 적합

과정

PVC 슬리브를 압축 공기로 부풀린 후 완성된 컨베이어 롤러를 유압 프레스를 사용하여 삽입하므로 

접착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 다음에 슬리브를 관 길이 혹은 필요한 치수(A - D)로 절단합니다.

특성

• PVC 슬리브보다 상당히 견고

• 스틸 표면에 비해 PU 표면의 마찰계수가 개선되어 이송물의 운송 능력이 약간 향상

• 외부 직경이 커져 속도가 높아지고 작업 능률이 향상됨

재질 폴리우레탄, 므연화제, 무안정제
무실리콘, 무할로겐
식품 안전성(FDA에 따름)

저항 오일 및 그리스 내성
경도 75 ± 5 Shore A
색상 검은색, RAL 9005, 유광
관 직경 50 mm
내부 직경 허용 편차 47 ±1.00 mm
PU 슬리브 벽면 두께 2 mm
벽면 두께 허용 편차 2 +0.30 mm / -0 mm
온도 범위 -25 ~ +80 °C

이용 범위

• 소음 감소용

• 중중량 및 중량 이송물 보호

• 향상된 이송물의 운송 및 분류 작업용

• 고하중용

• 고도의 내부식성을 지닌 표면이 필요한 업무용

• 최대 길이 1,250 mm의 연마된 표면, 코팅 처리되지 않은 스틸이 포함된 컨베이어 롤러용

과정

고무 코팅은 열처리 과정에 적용되어 고무 코팅(NBR)과 관 사이에 고강도 접합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도의 내부식성을 지닌 표면이 만들어집니다. 관 및 구동장치 헤드의 돌출부에는 

검은색 페인트로 마감 처리해 부식을 방지합니다.

PU 푸시-온 

슬리브

고무 코팅

관
계획수립 정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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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갈바나이즈 전기 아연도금은 아연과 철,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일시적인 보호 성능을 제공합니다. 

부식 방지 지속 기간은 도금이 받게되는 기계적, 열적 하중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연도금 표면은 

긁힘과 마모에 민감합니다. 손상을 받을 경우, 점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온도 변화는 내부 장력을 발생시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더욱이 내부식성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됩니다. 

아연도금의 제한적 보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상 화물과 같은 경우 특수 포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장기간 물건을 보관할 경우에도 특별한 수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아연도금은 식품 유해성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아연도금 및 부동태화 표면은 다음과 반응합니다. 

• 공기 습도

• 산성 환경(배출 가스, 염분, 목재 산 등)

• 알칼리성 물질(석회, 초크, 세척제, CO)

• 발한

• 기타 금속 용액(구리, 철 등)

층 두께 6 ~ 15 µm
패시베이션 추가적인 파란색 패시베이션(무크롬(IV))
준수 표준 DIN EN 12329

DIN 50961
RoHS 규정을 준수하는 슬리브

온도 범위 -40 ~ +200 °C

이용 범위

•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부식 방지

• 활동이 많은 환경 

• 습윤 지역

특성

스테인리스 스틸 관은 부식에 오래 지속되는 보호 성능과 확대된 내화학성을 제공합니다. 

관 직경 30, 40, 50, 60, 80, 89 mm
재질 1.4301(X5CrNi18-10)

스테인리스 스

틸 관

이용 범위

• 가시적으로 균일한 표면용

• 향상된 이송물 운송 작업용

• 오래 지속되는 내부식성용

과정

마감된 절단 관은 벨트 연마기를 지나 옆으로 옮겨져 균일하게 브러시 처리된 표면을 갖게 됩니다. 

연마 과정을 통해 표면 거칠기가 증진되어 이송물의 운송 성능이 향상됩니다. 둥글기 또는 동심 

정밀도와 관련된 공차는 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성

브러시 처리 과정을 거치면 색상 편차와 표면 광택의 차이뿐만 아니라 재료 등급의 인쇄물도 

제거됩니다.

관 직경 30, 40, 50, 60, 80, 89 mm
직경  까지의 롤러 최대 길이50 mm 1,500 mm
직경  를 초과한 롤러 최대 길이50 mm 1,000 mm

 

부식 방지성

부식 방지용으로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틸 관의 아연도금

• 특히 견고한 보호 성능을 지닌 스테인리스 스틸 관

이용 범위

• 비용 효율적인 부식 방지

• 정상 온도의 건조 영역용

• 염분과 습기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제한적으로 적합, 즉 항구 지역 또는 아열대성 국가에 설치

• 습기가 있는 물건의 이송에는 부적합함

과정

재질 표면은 전기 갈바나이즈 아연도금됩니다. 전기 도금은 매우 품질이 균일합니다. 전체 공정은 

전처리, 아연도금, 패시베이션 및 건조 과정이 포함됩니다.

브러시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관

아연도금

관
계획수립 정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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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브가 있는 관

• 원형 벨트용 구동 컨베이어

관의 표면에 안쪽으로 들어간 홈을 만들어 원형 벨트를 이용하여 이송하는 컨베이어 방식으로 

Roller-to-Roller 벨트와 Roller-to-Roller 축 방식이 있습니다.

Interroll은 원형 벨트 구동장치용으로 그루브가 있는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
을 권장합니다.

• 정전기 방지 컨베이어 롤러 포함

• 원형 벨트의 최대 이송력  300 N

• 원형 벨트의 이송력이 미약하여 그루브가 있는 컨베이어 롤러당 최대 허용하중은 300 N입니다.

• 롤러 길이 1,400 mm 이상의 롤러 최대 허용하중은 감소합니다.

• Interroll은 원형 벨트 구동장치의 경우 암나사 축과 같이 뒤틀림에 안전한 축 버전을 권장합니다.

그루브는 컨베이어 롤러의 동심원 정밀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심원 정밀도를 고수하기 

위해 Interroll은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3500의 원형 벨트 헤드 또는 PolyVee 

구동장치 헤드가 포함된 컨베이어 롤러를 권장합니다(페이지 209). 

 관의 그루브 표준 위치에 대해서는 를 참조하십시오.

플랜지가 있는 관

• 이송물의 횡 방향 위치 이탈 방지

안정된 측면 가이드를 위해 플랜지 전체를 관에 용접합니다.

플랜지의 숫자와 롤러 피치는 최소한 두 개의 플랜지가 항상 이송물과 접촉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관 직경 50, 60, 80, 89 mm

관
계획수립 정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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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 625-준수 정밀 스테인리스 스틸 볼 베어링

• DIN 625-준수 정밀 볼 베어링에 따른 설계 및 허용하중

• 전체적으로 부식 방지성을 지닌 재료로 제작

• 6002 2RZ형 상시 이용 가능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정밀 볼 베어링(6002 2RZ)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조된 링 및 볼, 재료 
1.4125(X105CrMo17), AISI 440C를 준수하는 재료 등급 포함
경도: 56 ± 2 HRC, 폴리아미드 구조물 포함

베어링 유격 C3
2RZ 씰 스틸 보강 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 고무(NBR)로 제조된 미로 

효과가 있는 비연마성 2-립 씰
윤활 다중 등급 그리스, 무실리콘
온도 범위 -30 °C ~ +177 °C

여러 가지 베어링을 다양한 Interroll 컨베이어 롤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에서는 Interroll이 

사용하는 정밀 볼 베어링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베어링 어셈블리(베어링 하우징 및 씰이 포함된 볼 베어링)에 대한 추가 정보는 "플랫폼“ 장

(페이지 174) 및 "베어링“ 장의 재질 사양(페이지 2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89형을 제외한 모든 정밀 볼 베어링은 2RZ로 제작됩니다.

스틸 씰링 디스크는 씰링 간격이 좁아 접촉되지 않아 롤러의 초기 기동이 매우 좋습니다. 스틸 보강 고무

(NBR) 씰링 타입은 외부 압력하에서 내부 링에 밀착되어 2RS 버전보다 탁월한 씰링 효능을 발휘합니다. 

오일 윤활 버전은 초기 기동성과 구름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DIN 625-준수 정밀 볼 베어링

• 시리즈 60 및 62 표준 DIN 그루브 볼 베어링

• 탁월한 허용하중 및 작동 수명

• 정밀 볼 레이스

• 극한 온도 내성

• 저소음 작동

최적의 조건에서 견고하며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Interroll은 모든 정밀 볼 베어링의 규격을 

DIN 625의 요건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Interroll은 베어링 유격, 윤활 및 씰링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정밀 볼 베어링, 윤활 처리(6002 2RZ, 6003 2RZ, 6204 2RZ, 6205 2RZ, 689 2Z)

재질 링 및 볼의 경우 재료 등급이 100Cr6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조
경도: 61 ± 2 HRC, 금속 구조물 포함

베어링 유격 C3
2RZ 씰 스틸 보강 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 고무(NBR)로 제조된 미로 

효과가 있는 비연마성 2-립 씰 
2Z 씰 박판으로 제조된 비연마성 커버 디스크 
윤활 다중 등급 그리스, 무실리콘
온도 범위 -30 °C ~ +177 °C

정밀 볼 베어링, 윤활 처리(6002 2RZ)

재질 링 및 볼의 경우 재료 등급이 100Cr6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조
경도: 61 ± 2 HRC, 금속 구조물 포함

베어링 유격 C3
2RZ 씰 스틸 보강 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 고무(NBR)로 제조된 미로 

효과가 있는 비연마성 2-립 씰 
윤활 다중 등급 오일, 무실리콘
온도 범위 -30 °C ~ +80 °C

베어링
계획수립 정보

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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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모터 스테이션은 체인의 구동 측이 최대한 짧도록 설치합니다. 그러므로 체인 장력 조정용 

추가 장비를 모터 스테이션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반 화물의 하중뿐만 아니라 체인의 

견인력도 전달해야 하는 리턴 롤러(Return roller)의 경우, 특히 허용 베어링 하중과 관련하여 

점검해야만 합니다. 구동 컨베이어 길이는 체인의 허용 파손 하중이나 이송물의 중량에 따라 

제한됩니다. 

접선형 구동장치의 경우 필요에 따라 롤러 간격(롤러 피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2R형 

구동장치와 비교했을 때 접선형 구동장치의 경우 컨베이어 롤러의 설치 및 분리가 용이합니다.

R2R형 구동장치

R2R 유형의 구동장치의 경우, 모든 컨베이어 롤러가 체인을 통해 다음 롤러에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2열 스프로킷 구동장치 헤드를 사용하며 접선형 구동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인 가이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롤러 간격(피치)은 체인 피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공차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 개의 모터 스테이션으로 구동 가능한 최대 컨베이어 길이는 

체인 허용 파손 하중의 제한을 받습니다. 체인은 모터 스테이션에서 최대 하중의 영향을 받습니다. 

컨베이어 롤러 피치 t와 파손 하중에 대한 공차는 다음 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인 피치

"
P

mm

t에 대한 공차

mm

파손 하중

N
3/8 9.52 0 최대 -0.4 9,100
1/2 12.70 0 최대 -0.5 18,200
5/8 15.88 0 최대 -0.7 22,700
3/4 19.05 0 최대 -0.8 29,500
1 25.40 0 최대 -1.0 58,000

체인 동력을 최대한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구동장치 스테이션이 컨베이어 중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구동장치 스테이션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스프로킷의 편차가 최소 180°이고 체인에 다시 

장력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력 전달 매체와 유형 간 차이점은 구동장치로 인해 발생합니다.

동력 전달 매체로 Interroll이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인

• 타이밍 벨트

• PolyVee 벨트(다중-리브 벨트)

• 원형 벨트

• 평벨트

Interroll은 컨베이어 롤러 안에 통합된 모터 구동식 장치로 24V DC RollerDrive를 공급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용 가능한 동력 전달 유형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 접선형: 컨베이어 측면을 따라 구동되는 체인을 통해

•  R2R(Roller-to-roller): 롤러와 롤러

두 유형 모두 마찰식 및 고정식 구동장치로 설계 가능합니다.

다음 항에는 구동장치와 관련 특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컨베이어 롤러에 대한 구동장치 선택

체인은 컨베이어 기술에서 컨베이어 롤러와 컨베이어 부품을 구동하기 위해 시험 및 인증된 

방법으로, 견고성과 내구성을 특징으로 하며 먼지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체인을 통해 

상당히 높은 동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체인은 무정비형이 아니며 작동 시 상대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합니다. 사용 수명이 최적화되도록 

정기적으로 윤활 처리해야 합니다. 속도가 0.5 m/s보다 크면 소음이 너무 커지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접선형 구동장치

접선형 체인 구동장치는 효율성이 우수하고 설계가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롤러의 설치 길이가 R2R형 구동장치보다 짧은데, 이는 구동장치 헤드가 스프로킷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의 체인으로 컨베이어 안의 모든 롤러가 구동됩니다. 체인은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든 체인 가이드 프로파일을 통해 상당히 정확하게 스프로킷으로 유도됩니다.

스프로킷은 컨베이어 롤러에 고정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프로킷의 이빨은 체인으로 

결합되며 각 롤러에 필요한 구동력만을 전달합니다. 체인은 컨베이어 롤러 상단이나 하단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롤러에 체인 가이드를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 

높이 간극은 0.5 mm입니다.

체인

구동장치
계획수립 정보

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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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성능이 탁월하고 유연한 PolyVee 벨트만 컨베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벨트는 매우 

유연하며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견인력이 탁월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측면 프로파일의 구멍 

공차의 영향을 받지 않고 PolyVee 벨트를 커브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lyVee 벨트는 원형 벨트에 비해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토오크 전달력이 최대 300%보다 높기 

때문에 구동력이 모든 컨베이어 롤러에 균일하게 전달됩니다. 이는 곧 보다 짧은 가속 및 제동 

경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PolyVee 벨트는 커브 구간에서도 확실한 어큠 기능이 가능합니다. 벨트는 탁월한 토오크 전달력으로 

정지와 출발 및 어큠 상황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PolyVee 벨트는 승강형 컨베이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벨트의 경우 이송물이 최대한 

가장 넓은 구동 접촉 영역을 유지하게 되어 모든 컨베이어 롤러에 전달되는 균일한 토오크의 힘이 

특히 중요합니다. PVC 슬리브 롤러를 사용해 보다 신뢰성 있는 컨베이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콤팩트하게 설계된 PolyVee 헤드는 토오크 전달장치를 측면 프로파일에 근접하게 위치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폭의 컨베이어로 더 넓은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벨트가 이송물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이송물이 아주 가볍다 하더라도 이탈하지 않으며 항상 컨베이어 벨트와 

직각으로 구동됩니다. 

• 유연한 표준 벨트, 사전 장력 1 ~ 3 %

• PJ 형태, ISO 9982, DIN 7867, 피치 2.34 mm

• 리브 수가 최대 4개인 벨트 사용 가능(2 x 4개의 리브 + 1개의 거리 홈)

PolyVee 벨트는 접선 방향으로 유용한 토오크 전달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2R형 

구동장치와 함께 컨베이어에서만 사용됩니다. 

R2R형 구동장치

Interroll은 원형 벨트와 비교하여 PolyVee 벨트의 사전 장력이 높기 때문에 조립 공구를 이용한 

컨베이어 롤러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PolyVee 벨트

(다중-리브 

벨트)

타이밍 벨트는 무정비형으로 거의 소음 없이 구동됩니다. 윤활 처리하고 다시 장력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동장치 헤드의 측면 형태와 딱 맞게 결합되어야 하므로 프로파일 피치가 매우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타이밍 벨트의 정비 수명이 크게 감소됩니다. 구멍에 대한 공차는 타이밍 

벨트 제조업체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Interoll은 해당 제조업체로부터 정확한 공차를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벨트는 벨트의 구조 때문에 효율이 상대적으로 나쁘고 구동력의 상당 부분이 벨트를 통해 

사용되므로 컨테이너 컨베이어 기술에서 드물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이밍 벨트 구동장치는 주로 

팰릿을 운반하거나 특수 캐리어를 운송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 구동력에 

대한 열악한 벨트의 효율은 이 경우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이밍 벨트는 기본적으로 곡선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접선형 구동장치

접선 방향의 경우 타이밍 벨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동력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점은 특수 가이드가 구동장치 헤드에 확실하게 벨트를 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접선 

방향으로 사용할 때 타이밍 벨트의 효율성은 R2R형 애플리케이션이 훨씬 우수합니다.

R2R형 구동장치

타이밍 벨트는 주로 R2R형 구동장치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 유형의 구동장치를 사용하면 고속에서 

높은 토오크를 얻을 수 있지만, 측면 프로파일 구멍의 정밀도와 관련한 필수 요건과 먼지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타이밍 벨트

구동장치
계획수립 정보

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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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축이 있는 R2R형 구동장치

이 구동장치 역시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형 벨트입니다. 이 벨트의 경우 컨베이어 트랙 

아래에서 직각으로 구동되는 구동축에 의해 컨베이어 전체가 움직입니다. 특수 휠은 구동축에 

설치되어 있으며 90°로 회전하는 모든 컨베이어 롤러를 원형 벨트와 함께 구동시킵니다. 각 

컨베이어 롤러에는 일반적으로 한 개의 원형 그루브가 있습니다. 휠은 구동축에 고정되어 있거나 

헐거운 상태로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연결 상태가 헐거운 경우 저선압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가 됩니다. 사용 수명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으므로 원형 벨트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동축이나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에 휠을 고정하면 안 됩니다.

평벨트는 구조가 간단하고 거의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롤러 컨베이어용 

구동장치로 사용됩니다.

평벨트가 있는 R2R형 구동장치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접선형 구동장치

평벨트는 롤러 컨베이어 아래에서 구동되며 프레셔 롤러에 의해 롤러에 압착됩니다. 프레셔 롤러는 

최대 네 개의 컨베이어 롤러마다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프레셔 롤러는 평벨트도 작동시킵니다.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의 경우 평균 이상의 마모 없이 평벨트가 프레셔 롤러를 지나 빠지도록 

프레셔 롤러의 높이가 매우 정확해야 합니다.

평벨트는 장력 공급 장치를 통해 약 1%까지 사전에 장력이 가해져야 합니다. 벨트는 일반적으로 

롤러 컨베이어 아래에 위치한 AC 기어 모터를 통해 구동됩니다. 

축소 휠로 인해 AC 기어 모터의 구동장치 드럼에 설치된 평벨트의 루프 각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 구동력이 대부분 전달됩니다.

컨베이어 롤러에는 특수 구동장치 헤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평활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벨트

컨베이어 롤러의 정확한 거리를 직접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립 공구를 사용하면 벨트 설치 

작업이 매우 간편해집니다.

PolyVee 벨트의 컨베이어 동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컨베이어 롤러 사이의 간극을 채우거나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 간섭 요인을 방지해야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유형의 PolyVee 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 kg 미만의 중량과 0.6 ~ 2 m/s의 속도에서 이송물을 운송할 때 사용되는 2-리브형 PolyVee 

벨트. 아이들러의 최대 수는 20개입니다. 이송물 역시 아이들러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 반면 3-리브형 PolyVee 벨트는 중량 이송물을 운반할 때 사용됩니다. 3-리브형 벨트는 구동력을 

최대로 사용하므로 긴 컨베이어는 물론 경사진 부분에도 적합합니다.

컨베이어 롤러의 수가 15개보다 많은 PolyVee 컨베이어의 경우 각 컨베이어 롤러마다 분당 일 

회의 회전 속도가 감소됩니다. 이에 대한 구조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PolyVee 벨트 안의 

중립 섬유가 이탈되기 때문에 압력을 받는 두 롤러 사이에 일종의 병진 운동이 존재합니다. 속도가 

감소하는 원인은 시스템 때문이며, 파열 및 마모 증가 문제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원형 벨트는 컨베이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토오크 전달 방식으로, 설치 시 취급하기에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동력 전달 성능이 좋지 않으며 사용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두 가지 R2R형 원형 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롤러와 롤러

• 구동축과 함께

접선형 구동장치

직선 컨베이어에서는 롤러의 구동부가 필요 없습니다. 원형 벨트는 롤러의 둥근 면을 타고 

진행합니다. 중력으로 컨베이어 롤러가 벨트에 놓이게 되고 회전 운동을 할 때 작동하게 됩니다. 

동력 전달 성능이 좋지 않아 모터 스테이션에 장력 조절용 부품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칭성의 단면 덕분에 원형 벨트는 커브용 구동장치로 사용하기에도 이상적입니다. 이를 위해 원형 

벨트를 모든 컨베이어 벨트에 확실하게 연결하여 복귀시키는 리턴 롤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R2R형 구동장치

이 구동장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원형 벨트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원형 벨트가 항상 두 컨베이어 

롤러를 연결합니다. 이 벨트는 주로 롤러의 원형 그루브에서 구동됩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추가 

공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컨베이어를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송물이 항상 구동장치 롤러(

예: RollerDrive)와 직접 닿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형 벨트

구동장치
계획수립 정보

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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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표에는 구역 제어에 대한 두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개별 풀-오프 모드일 때 제어 PCB는 상부 및 하부 구역과 통신합니다.

B C D

1  2  3  4

A
D.O.T.

B C D

A B C D

B C D

B C D

1 제1 구역이 시작 신호를 수신합니다.

2 컨테이너 A가 컨베이어 구역을 빠져나갑니다.

3 제2 구역이 제1 구역에서 시작 신호를 수신하면 컨테이너 B가 제1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4 제3 구역이 제2 구역에서 시작 신호를 수신하면 컨테이너 C가 제2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5 제4 구역이 제3 구역에서 시작 신호를 수신하면 컨테이너 D가 제3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RollerDrive 구동장치 선택

RollerDrive는 무선압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ZPA(무선압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의 원리는 컨베이어를 여러 구역으로 분할하는 것을 토대로 

합니다. 구역 길이는 운반 화물의 길이와 관련 런-온 거리로 결정됩니다. 한 구역은 기본적으로 

RollerDrive, 센서, 아이들러(자체 구동장치가 없는 롤러), 토오크 전달 벨트 및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ZPA 컨베이어는 ZoneControls을 통해 서로 통신하여 많은 수의 구역(Zone)을 제어하며 

이송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RollerDrives만 작동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역의 원리는 중앙 구동장치가 지속적으로 구동되어 상당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기존의 구동 컨베이어와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ZPA 원리는 배출 지점에서 탁월한 

이송물의 가용성을 보장하며, 주로 컨베이어에서 이송 빈도와 이송물의 선별 빈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ZPA 원리는 버퍼로 작용하게 됩니다. 

Intelliveyor 

D.O.T.

Z-Card

1 2 2 23 3 34 45

1 광전지 시동(옵션)

 2 RollerDrive 연결

 3  광전지 연결

 4  통신 케이블(이지-버스)

 5  24V 버스 시스템

구동장치
계획수립 정보

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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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erDrive EC310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제품 구성은 실질적으로 

모든 용도에 알맞은 제품 및 제어 범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식 부문을 상당히 강화해 줍니다. 

기계 출력이 32 와트에 달하고 다양한 기어 단계를 갖추고 있어 이제는 해당 용도에 완벽하게 맞춰 

구동장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회수는 모터 최적화의 핵심 사항입니다. EC310이 제동 모드로 전환되는 경우, 이는 

구동장치에 더 이상 구동 신호가 존재하지 않아 운송 중인 물질의 운동 에너지가 전류로 변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DC 메인으로 반환되어 다른 RollerDrives 및 소비원에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RollerDrive 모델의 경우, 모터 권선(motor winding)은 제동 저항으로 

사용되므로 운송 중인 물질의 운동 에너지는 모터에서 순수하게 열로 변환됩니다. 이를 통해 제동을 

걸어 추가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것과 같은 구동장치의 열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로써 

EC310을 이용해 구동장치에서 이 에너지를 제거한 뒤 다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최상의 

주기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약 30%의 에너지 절감 기능을 제공하며,

동시에 구동장치의 열 상승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또한 RollerDrive EC310의 제동력과 가속력은 

다른 24V 구동 장치보다 현저히 뛰어납니다.  DC 메인에서 위험할 정도로 높은 압력이 형성되어 

연결된 다른 부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Interroll 제어장치(DriveControl 20, 

DriveControl 54 및 ZoneControl)에는 브레이크 초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초퍼는 27 V 

DC 버스 전압을 초과하면 작동되는 전압 전환 부하 저항으로, 전압이 30 V. 전원 유닛에는 여러 

소비원이 있고 보내지는 에너지가 흡수되어 DC 메인의 전압을 상승시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 범위에서는 초퍼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RollerDrive 

EC310
블록 풀-오프 모드일 때 제어 PCB가 가장 먼 하부 구역에서 시작/축적 신호를 수신한 후 가장 먼 

상부 구역으로 이 시작/축적 신호를 전송합니다. 다음 예에는 개별 풀-오프 모드에서의 제1 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A
D.O.T.

B C D

A B C D

B C D

B C D

C D

1  2  3  4

1 제1 구역이 시작 신호를 수신합니다.

2 컨테이너 A가 컨베이어 구역을 빠져나갑니다.

3 제1 구역이 상부 제2, 3 및 4 구역에 시작 신호를 전송하면 컨테이너 B, C 및 D가 전진

  이동합니다.

4 제1 구역이 시작 신호를 수신하면 컨테이너 B가 롤러 컨베이어 구역을 빠져나갑니다.

5 제1 구역이 상부 제2, 3 및 4 구역에 시작 신호를 전송하면 컨테이너 B, C 및 D가 전진

  이동합니다.

연속적으로  11 W의 전원을 출력하는 BT100은 최초의 RollerDrive 유닛으로, 처리량이 보다 낮은 

운반 업무에 가장 적합한 장치입니다. 제어가 간단하므로 BT100은 가장 다양한 설계 방식에 

간단하고 간편하게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전류 제한 사항이 있는 특수 제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6,0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BT100

은 평균 구역 길이에 대해 최대 1400만 개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47dB(A)의 소음도에서 

작동하는 BT100은 가장 조용한 RollerDrive입니다. 이는 나선형의 1단과 2단 폴리머 기어 박스를 

사용하거나 결합을 해제하면 달성됩니다. 

RollerDrive BT100는 비어 있는 컨테이너 반환, 적재 구역, 버퍼 구역 및 오더 피킹 공급 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IP66을 준수하는 수많은 업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BT100은 자동화된 컨베이어가 유일한 운반 장치로 자주 사용되는 조립 공장의 용도에 가장 

적합합니다. 

BT100은 BT Z-Card 4-구역 어큐뮬레이션 제어기와 결합했을 때 특히 비용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솔루션입니다. Z-Card BT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페이지 112를 참조해 주십시오.

RollerDrive 

BT100

구동장치
계획수립 정보

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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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 롤러의 마찰로 인해 생성된 컨베이어 동력은 이송물의 중량과 비례하여 자체적으로 

조절됩니다. 컨베이어 동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송물의 중량

• 이송물 밑면의 상태

• 습도

• 온도 

• 구동 시간 전체에 대한 어큐뮬레이션 모드의 비율

이러한 요인들은 어느 정도 컨베이어 롤러의 작동 및 사용 수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큐뮬레이션 모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운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중앙 구동장치를 꺼야 합니다. 사용되는 에너지가 없으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수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Interroll 전문가와 함께 사용자의 각 업무 용도를 논의하고 본래 운송물을 

통한 사용 가능 시험을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컨베이어 값은 지정된 값이 아니며 일반적인 사용 환경(65%의 상대 습도 및 +20 °C의 온도)과 

컨베이어 롤러 중앙에 놓인 이송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중 중심이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값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값은 하중 중심이 구동장치 부품에서 멀어질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각 

롤러가 화물을 균일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균일하고 안정성 있는 이송물의 밑면이 이상적입니다. 

롤러 하중에 따라 생성되는 컨베이어 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4 ~ 6%(단면 마찰 커플링이고 컨베이어 롤러 직경(Ø)이 50 mm인 경우) 

• 2 ~ 5%(단면 마찰 커플링이고 컨베이어 롤러 직경(Ø)이 60 mm인 경우) 

• 8 ~ 13%(양면 마찰 커플링이고 컨베이어 롤러 직경(Ø)이 50 또는 60 mm인 경우) 

• 하중에 따라 운반할 경우, 4 ~ 6%, 축방향으로 조정 가능한 마찰 커플링을 추가하면 롤러 하중의 

약 12%까지 조정 가능

허용 컨베이어 속도는 0.5 m/s입니다. 생성된 정적 마찰력이 마찰 커플링의 컨베이어 동력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마찰 롤러의 경우 플랜지 및 기타 측면 가이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마찰 롤러를 사용할 때 커브에서 어큐뮬레이션되는 현상은 항상 피해야 합니다. 커브에서 

어큐뮬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경우 무선압 어큐뮬레이션 시스템(예:  RollerDrives)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찰식 구동장

치의 컨베이어 

동력

고정식 구동장치

고정식 구동장치는 구동장치 헤드와 내하중관 사이에 형태/압력 맞춤 방식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찰이 없으므로 구동 토오크가 모두 전달됩니다. 동력 전달 중 슬립 

현상이 없습니다.

마찰식 어큠

마찰식 구동장치는 슬립 커플링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장치는 최소의 축적 선압(accumulation 

pressure)을 사용하여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를 매우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매우 적은 수의 구동장치가 필요한 구조이며, 구역에 기계식 제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리즈s 3800의 베어링 하우징은 영구 윤활식 슬립 커플링으로 설계되어 있어 롤러의 

일정한 컨베이어 동력을 보장합니다. 접선형 체인 구동장치는 마찰식 어큠 컨베이어에 사용할 때 

특히 경제적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중앙 구동장치의 경우 모든 롤러가 작동되도록 

컨베이어 아래에서 긴 체인을 구동합니다.

어큐뮬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송물 아래에 위치한 롤러가 정지하므로 구동장치 헤드만 

계속 회전하게 됩니다. 축적 선압은 적재된 운송물의 길이에 따라 축적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컨테이너가 변형되는 일 없이 축적 선압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축적 선압 때문에 컨테이너가 비틀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마찰식 구동장치는 직선 

컨베이어 구역 및 커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동장치
계획수립 정보

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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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축 버전

스프링-고정 축이 포함된 컨베이어 롤러는 가장 단순한 축 버전이기 때문에 설치와 제거 작업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컨베이어를 보강하기 위해 프레임 프로파일 사이에 적절한 

크로스링크가 있어야 합니다. 

스프링-고정 축에 비해 암나사 축은 프레임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므로 느슨하게 조립된 컨베이어 

롤러보다 상당히 조용합니다. 롤러 축과 프로파일이 서로를 고정하여 느슨하게 장착된 롤러보다 큰 

허용하중을 지닌 컨베이어 롤러가 됩니다. 이 축은 스프링-고정 축보다 설치 및 제거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됩니다.

스프링-고정 

축

암나사 축

Interroll의 코팅되지 않은 스틸 및 아연도금 축은 모두 냉간압연강으로 제조됩니다.

아연도금 축은 아연도금봉 재료에서 절단되므로 암나사 또는 스프링-고정 축의 전면은 항상 

아연도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경 17 mm 이상의 아연도금 수나사 또는 면취 가공 축은 

기계 처리 후에 부품으로서만 아연도금이 됩니다. 축 횡단면이 작은 면취 가공 축이나 나사는 

아연도금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합니다.

축 끝단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절단하여 밀링 가공합니다. 이를 통해 축 맞춤 시 또는 절단기로 

축을 자를 때 발생하는 축 끝단 변형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사 구멍의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 중심 구멍을 뚫어 축에서 나사 구멍의 중심을 정밀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프레임 프로파일, 구멍 치수 및 축 선택

축 선택 및 프레임 프로파일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컨베이어 롤러의 높이 차를 최소화하도록 암나사 축이 포함된 롤러에 있는 프레임 프로파일의 

구멍 치수가 가급적 작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롤러 컨베이어의 작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경우, 가능한 한 직경이 큰 암나사 축과 가능한 한 작은 나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로써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축 관통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고정 축이 포함된 컨베이어 롤러에서는 프로파일 구멍 밀링 시 필요에 따라 컨베이어 롤

러가 반드시 대각선으로 설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구멍이 너무 작으면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축
계획수립 정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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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축 버전

면취 가공 축은 축 끝단에 횡방향 평행 밀링 단면이 있는데, 이 단면은 개방형 길이 방향 구멍이 

포함된 측면과 같은 해당 측면에 장착됩니다. 따라서 설치 및 제거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나사 축보다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부식 방지 성능이 필요한 경우, 직경 14 mm까지의 면취 가공 축과 수나사 축은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을 재료로 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기계적 처리 과정을 거친 뒤 단편 

아연도금을 하여 축에 완전한 부식 방지 성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Interroll에서는 위의 직경   축과 

함께 이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7 mm.

플랫폼 1100, 1200 및 1700을 위한 다음 축 버전에는 연장된 축 돌출과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고정 축

• 암나사 축

• 수나사 축

• 면취 가공 축

씰에 의한 축 서포트는 축의 사양 변경 시 성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큰 축의 힘이 

측면으로 작용할 경우 스페이스 관과 같은 대체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수나사 및 면

취 가공 축

축 연장

스프링 고정된 테이퍼형 축 셔틀은 스프링-고정 축과 암나사 축이 지닌 장점, 즉 설치가 빠르고 

소음도가 낮다는 특징이 결합된 것입니다.

축 셔틀은 롤러가 11 mm (+0.3 / 0.8 mm)의 육각 구멍이 포함된 컨베이어 측면에 유격 없이 

장착되도록 합니다. 롤러 최대 길이는 1,000 mm이고, 최대 허용하중은 350 N입니다.

• 마모되지 않은 측면에 유격 없이 장착(암나사 축과 함께 사용 시)

• 최소한의 장비(스프링 축과 함께 사용 시)

• 매우 조용한 저소음 작동

• 정전기 방전을 위한 전도성 재료

• 역정렬 셔틀

• 양 축 끝단 압착

축 셔틀이 있

는 축

축
계획수립 정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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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유격

장력하에서 축방향으로 컨베이어 롤러가 최소량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컨베이어 롤러를 장착할 

때에는 반드시 축방향 유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0.5 0.5

EL 

Interroll은 롤러 측면당 0.5 mm 의 총 축방향 유격을 권장합니다. 이 치수는 권장 길이/주문 길이를 

계산할 때 이미 고려한 것입니다.

암나사 축이 포함된 컨베이어 롤러의 경우, 롤러 본체를 향한 축 돌출로 인해 축방향 유격이 

생성됩니다.

Interroll이 명시한 축방향 유격은 단지 지침용으로 제공되는 수치이므로 생산 공차가 추가될 경우 

각각의 경우 이 수치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Interroll은 축방향 유격을 보장하므로 

올바르게 장착하여 작동시킨 컨베이어 롤러의 경우 작동 시 성능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13.5 13.5

EL

H
ex

 1
1 

x 
11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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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at

 1
2 

x 
8

축 어댑터는 특히 플랫폼 1100 및 1700 컨베이어 롤러에서 소음도를 감소시킵니다. 어댑터에는 

결합부가 있는데, 이를 통해 설치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축 어댑터는 개방형 길이 방향 구멍이 

포함된 측면과의 결합에 있어 단단한 축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측면의 경우, 컨베이어 롤러를 

위에서 느슨하게 놓습니다. Interroll은 POM으로 만든 폴리머 어댑터를 제공하며, 전도성을 지니도록 

설계하여 정전기를 방지합니다.

축용 어댑터 버전(직경 포함) 측면 구멍용

8 mm 11 mm 육각형
10 mm SW12

설치 길이의 다른 치수(참조 길이(RL)에 대한 설치 길이(EL))는 5 mm씩 증가(축 8 mm의 경우)

하거나, 4 mm씩 증가(축 10 mm 의 경우)합니다.

축 어댑터는 축 셔틀 대체품이 아닙니다.

축 어댑터 

축
계획수립 정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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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롤러의 하중 결정

컨베이어 롤러의 허용하중은 롤러 어셈블리(관, 축 및 베어링)의 허용하중에 따라 다릅니다. 

각각의 경우 가장 약한 어셈블리의 허용하중은 컨베이어 롤러 전체의 허용하중을 결정합니다. 각 

어셈블리는 컨베이어 롤러의 허용하중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허용하중 측면에서 비교하여 함께 

계산됩니다.

롤러의 허용하중은 길이, 하중 분산 및 축 장치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컨베이어 롤러의 허용 하중 값은 제품 페이지의 관련 표에서 확인하거나 Interroll 롤러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참조: www.interroll.com/roller_calculation/

구동 컨베이어 롤러의 허용하중은 종종 다른 하중 한도(예: 구동장치 체인 및 다른 구동장치 

부품에 가해지는 허용 하중 또는 구동장치 모터의 토오크)에 의해 제한되기도 합니다.

관의 최대 허용하중은 다음의 두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의 굴곡 응력은 허용 화물 한도 값 이내여야 합니다.

• 관의 허용 편차는 설치 길이의 0.1%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굴곡 응력 및 편차는 다음 공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굴곡 응력 σ = Mb/W = F·EL/(8·W) 

편차 ft = 5·F·EL3/(384·E·I)

Mb
굽힘 토오크

W 단면계수

F 하중

EL 설치 길이

E 탄성계수

I 관성 모멘트

허용하중에 대한 공식 및 정보는 관 표면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하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을 

선택할 때에는 집중 하중이나 점 하중도 각별히 고려해야 합니다. 

관의 최대 허

용하중

컨베이어 롤러의 수 결정

필요한 컨베이어 롤러의 수는 피치 +1로 나눈 컨베이어 구역의 총 길이에서 계산됩니다. 여기서 

피치는 두 컨베이어 롤러 사이의 간격입니다.

피치는 이송물의 길이와 유형 및 컨베이어 롤러의 허용하중으로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최소 세 개의 롤러가 항상 이송물 아래 놓여 있어야 원활하게 운반됩니다. 그러므로 

피치는 최단 이송물 길이의 1/3 이하이어야 합니다.

L/3 L/3 L/3

L

이 경험을 통해 얻은 법칙은 밑면이 평평한 이송물의 운송 및 적정 허용하중을 보유한 롤러에 

적용됩니다. 팰릿을 운반하려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팰릿의 특성으로 인해 팰릿 하부에 위치한 

컨베이어 롤러의 약 1/3 ~ 2/3까지만 하중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피치와 이송의 특성(계획수립의 기초 페이지 170 참조)을 고려하여 컨베이어 롤러의 

허용하중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용하중이 더 높은 컨베이어 롤러나 폭이 

더 좁은 피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적의 피치 선정과 관련한 다른 모든 결정 사항들은 설비 건설업체의 책임이며 시험을 

실시하여야만 해결 가능합니다.

직선 컨베이어 구역
구성 원리

직선 컨베이어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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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롤러의 동심 정밀도

Interroll은 DIN 표준을 준수하는 관을 사용하여 컨베이어 롤러를 제조합니다. 이 표준은 동심 정밀도 

편차를 허용합니다.

동심 편차는 완전한 원으로부터 관 직경의 최대 반경방향 편차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t = 0.3 mm 의 동심 편차는 최대 반경 방향 편차가 관 전체에 대해 0.3 mm 라는 의미입니다.

그림: 동심 편차(t)

동심 편차는 관의 길이와 재료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특히 폴리머 관의 경우 

길이가 길수록 편차가 커지게 됩니다.

다음 항에는 다양한 관 재료에 대한 전체 컨베이어 롤러의 동심 편차가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는 특정 관 직경에 대한 관 길이에 따른 평균 동심 편차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DIN을 준수하는 관의 경우 다음 도표에 표시된 값보다 상당히 높은 동심 공차가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각의 경우마다 표시된 참조 값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축의 최대 허용하중은 다음 두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축의 굴곡 응력은 허용 화물 한도 값 이내여야 함

• 축의 편차는 허용 화물 한도 값 이내여야 함

허용하중 값은 다음의 두 축, 프레임 프로파일에 헐겁게 설치된 축(예: 스프링-고정 축)과 프레임 

프로파일에 조여진 축(예: 암나사 축)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 축의 허용하중 값에는 프레임 프로파일 또는 측면 플랜지의 발생 가능한 편차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편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로 인해 축의 허용하중이 저하됩니다.

베어링 어셈블리의 허용하중에는 볼 베어링, 베어링 하우징 및 씰/엔드 캡이 고려됩니다. 한도 값은 

경험적으로 결정되며 매우 짧은 컨베이어 롤러를 사용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축의 최대 허

용하중

베어링 어셈블

리의 최대 허

용하중

직선 컨베이어 구역
구성 원리

직선 컨베이어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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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롤러의 길이 치수

F F

EL

AGL

0.5 0.5

EL 설치 길이: 측면 프로파일 사이의 간격

AGL 축의 총 길이

F 베어링 어셈블리의 길이(축방향 간격 포함)

축의 총 길이는 암나사 축 롤러를 포함한 설치 길이에 해당됩니다.

설치 길이는 EL이 동시에 축의 길이이기 때문에 암나사 축이 포함된 컨베이어 롤러에 대해서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축의 경우 0.5 mm의 축방향 간격은 롤러의 각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EL은 컨베이어 롤러에 대해 측정할 수 없습니다.

참조 길이/배열 길이 RL은 다음 시리즈용 컨베이어 롤러에 대한 참조 지점이 없습니다. 1100, 1700, 

1700 light, 1700KXO, 3500, 3500 light, 3500KXO, 3560, 3800, 3860 및 3870. RL은 치수 도면에 

표시할 수 없지만 각 제품 페이지의 치수 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심 편차(mm)
2.0

1.0

1.5

0.5

0

컨베이어 롤러의 길이(mm)

폴리머 관의 경우 동심 편차는 관의 길이에 반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다음 길이는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관 직경 mm 최대 관 길이 mm
20 400
30 500
40/50 600
63 800
90 1,000

동심 편차(mm) 1.5

0

0.5

1.0

컨베이어 롤러의 길이(mm)

스틸 관

폴리머 관

직선 컨베이어 구역
구성 원리

직선 컨베이어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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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형 컨베이어 롤러 버전

커브의 내부 반경이 800/850 mm인 테이퍼형 컨베이어 롤러의 이용 가능한 버전 및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
롤러 길이 최소 250, 최대 900 mm , 증가율: 50 mm
축 암나사 축(M8 x 15)
축 직경 12 또는 14 mm
베어링 정밀 볼 베어링 6002 2RZ 

정밀 볼 베어링 6002 2RZ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내부 관 아연도금 스틸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테이퍼형 부품 외부 직경이 인 아연도금 스틸/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조된 원통형 내부 관의 

경우 폴리프로필렌(회색)50 mm
축 미코팅 처리된 스틸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베어링 폴리아미드로 제조된 베어링 하우징(검은색)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조된 베어링 씰(노란색)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조되어 있고 직경이 최대인 측면의 엔드 캡(노란색)

테이퍼형 컨베이어 롤러와 결합 가능한 구동장치

구동장치는 어떤 사항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800 및 850 mm (또는 770/820 mm 구동장치 헤드가 

내부 반경에 위치할 때)인 커브의 내부 반경과 함께 결합 가능합니다. 커브의 내부 반경은 내부 

베어링 측면의 내부 가장자리, 즉 설치 길이(EL)의 시작 부분까지 측정한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구동장치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연한 PolyVee 벨트의 경우 고급 폴리아미드 6.6 형태 PJ, ISO 9981로 제조된 PolyVee 구동장

치 헤드

• 직경이 4, 5 및 6 mm인 표준 원형 벨트의 경우 고급 폴리아미드 6.6으로 제조된 원형 벨트 헤드, 

커브 내부 반경의 확장형 내부 관에 그루브 생성(옵션)

구동장치 부품

테이퍼형 컨베이어 롤러를 이용해 커브에서 안전하게 이송물을 운반합니다. 테이퍼형 컨베이어 

롤러의 경우 이송물이 측면 프로파일 사이에서 배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 속도가 커브 

반경에 따라 증가합니다. 측면 가이드가 권장되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1.
8˚

커브를 설계할 때 중요한 점은 테이퍼형 부품의 관 표면이 수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컨베이어 롤러의 축은 1.8° 기울어져 있습니다.

Interroll‘의 테이퍼형 컨베이어 롤러는 구동장치 헤드가 내부 반경에 위치한 800/850 mm 

770/820 mm 의 커브 내부 반경과 함께 사용할 때 적합합니다.

플랫폼 1700 테이퍼형 컨베이어 롤러는 650 mm의 내부 커브 반경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커브 내부 반경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제품의 이송이 원활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컨베이어의 실제 공차는 계산된 폭보다 약 50 mm 커야 커브 주변에서 화물이 원활하게 

운반됩니다. 한 단계 높은 표준 설치 길이를 선택해 주십시오. 

Interroll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테이퍼형 컨베이어 롤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둘 모두 

명칭이 KXO입니다. 첫 번째 롤러는 시리즈 1700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를, 두 번째 롤러는 

시리즈 3500 고정식 구동 컨베이어 롤러를 기반으로 합니다.

• 테이퍼형 폴리머 관 슬리브:
 - 마모 방지

 - 소음 감소

 - 내충격성

 - 내후성 및 내온성

• 경량이므로 구동 및 시동 특성이 우수

• 직경이 최대일 때 측면 테이퍼형 부품의 엔드 캡

• 허용하중 500 N

시리즈  

1700KXO/ 

3500KXO
(내부 반경 

650 mm)

테이퍼형 유니

버설 컨베이

어 롤러 시리

즈 1700KXO/ 

3500KXO

커브
구성 원리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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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컨베이어 롤러의 설치 길이

L 이송물의 최대 길이

W 이송물의 최대 폭

Ra
커브의 외부 반경

Ri
커브의 내부 반경

Ta
외부 직경에서의 롤러 피치

Ti
내부 직경에서의 롤러 피치

무구동 롤러 커브의 커브 내부 반경

커브의 내부 반경은 롤러 길이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800 mm, 롤러 길이가 300, 400, 500 mm 등인 경우

• 850 mm, 롤러 길이가 250, 350, 450 mm 등인 경우

구동 롤러 커브의 커브 내부 반경 계산(PolyVee/원형 벨트 헤드)

커브의 내부 반경은 롤러 길이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770 mm, 롤러 길이가 300, 400, 500 mm 등인 경우

• 820 mm, 롤러 길이가 250, 350, 450 mm 등인 경우

구동 롤러 커브의 구동장치로 RollerDrive를 사용한 결과 모든 구동장치 솔루션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테이퍼형 컨베이어 롤러와 결합된 

RollerDrive가 사용된 커브는 소음이 없고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 간단합니다.

테이퍼형 부품의 평균 직경은 RollerDrive를 구동장치로 사용할 때 필요한 토오크와 컨베이어 

속도 계산 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내부 커브 반경 

RollerDrive

• 치의 수가 14개인 고급 폴리아미드 6.6으로 제조된 이중 스프로킷 헤드(커브의 외부 반경에서 

1/2‘‘ 측정)

커브의 설치 길이가 직선 구역보다 길어야 이송물이 커브의 측면 프로파일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최소 설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 외부 반경 계산 

Ra = 50 mm + (Ri + W)2 + (L/2)2

2. 최소 설치 길이 EL
최소

 = Ra – Ri 계산

3. 표준 길이로 EL
최소

 조정(증가 단위 50 mm의 다음으로 높은 치수):
 - 최소 286, 최대 936 mm (PolyVee 또는 원형 벨트 헤드가 포함된 커브의 경우)

 - 최소 312, 최대 962 mm (스프로킷이 2개인 커브의 경우)

 - 최소 250, 최대 900 mm (무구동 커브의 경우)

4.  표준 EL을 선택했을 때 실제 Ra = EL + Ri 계산

롤러 피치 Ta는
 외부 프로파일의 내부 가장자리에서 측정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Ta = Ti · Ra/Ri

EL Ri

90
°

Ra

L

W

Ta

T i

설치 길이 계

산(PolyVee/원

형 벨트 헤드)

외부 직경에서 

롤러 피치 계산

커브
구성 원리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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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88.9 (7 x ½ ")

7 x ½ " (12.7m
m

)7 
x 

½

 " 
(12.7mm)

EL Ri

90
°

Ra

T

다음 이론적인 피치(스프로킷 Z14에서 측정)는 실제로 입증되었습니다.

체인 연결 수 스프로킷에서 측정된 피치 mm
28 88.9
30 101.6
32 114.3
34 127.0
36 139.7
38 152.4

컨베이어 롤러의 수는 길이에 따라 변하므로 외부 반경에서 라디안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필요한 컨베이어 롤러의 수에 관한 다음 정보는 측면 프로파일의 90° 각도까지 돌출된 

부분이 균일성을 위해 설계된 90°의 커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롤러 길이 mm 체인 피치 - 단위: mm

88.9 101.6 114.3 127.0 139.7 152.4
250/300 19 16 14 13
350/400 20 18 16 14 13
450/500 19 17 15 14 13
550/600 21 18 17 15 14
650/700 20 18 16 15
750 21 19 17 16
800 19 17 16
850/900 20 18 17

고정식 구동 롤러 시리즈 3500과 결합된 유연한 PolyVee 벨트(세 개의 리브 포함)와 PolyVee 

구동장치 헤드만 토오크 전달 매체로 사용 가능합니다.

EL Ri = 770/820

90

°

Ra

T a

T i =
 73,7

구동장치 헤드(RL = EL - 36 mm)가 돌출되어 있어 770 및 820 mm인 내부 반경이 생성됩니다.

PolyVee 벨트(2-립)를 사용하면 내부 반경의 롤러 피치는 Ti = 73.7 mm로 정의됩니다. 이 롤러 

피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원형 벨트나 체인이 장착된 구동장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형 벨트 구동장치와 무구동 커브의 피치는 다음 조건을 준수할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이송물 운송

• 테이퍼형 부품 간 접촉 없음

• 첫 번째와 마지막 컨베이어 롤러가 커브 끝 부분에서 롤러 피치(내부 반경)의 약 절반 값을 취함

• 사용 가능한 표준 벨트 길이를 고려

체인을 구동장치 매체로 사용하면 항상 ½“인 체인 피치의 배수가 되어야 하는 제한된 롤러 피치 

값만 허용됩니다. 체인 구동장치는 R2R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만 커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내부 

및 외부 반경에서 컨베이어 롤러의 피치는 롤러 길이 및 피치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피치 간격의 계산은 정확한 체인 장력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항상 외부 반경에서 시작됩니다. 위에 

설명된 대로 계산할 때 서로 접촉해 있는 스프로킷(내부/외부 스프로킷)이 한 롤러에서 다른 

롤러까지 변하고 피치가 매 두 번째 롤러에서만 반복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반경의 

피치는 각 롤러 길이로 결정됩니다.

PolyVee 토오

크 전달

원형 벨트의 

토오크 전달

체인의 토오크 

전달

커브
구성 원리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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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컨베이어 작동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하중이 아니라 RollerDrive의 최대 토오크에 

의해서입니다.

RollerDrive는 일반적인 컨베이어의 고정 축이 없는 핀 타입 축의 롤러와 같습니다. 토오크는 고정된 

모터 측에서만 전달됩니다. 

RollerDrive는 다음 시동 토오크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RollerDrive 고정 너트의 시동 토오크

BT 100 40 N/m
BT 100 IP66 15 N/m
EC 310 35 N/m
EC 310 IP66 35 N/m

모터 반대쪽은 11 mm  육각 스프링-고정 축이나 M8 축 핀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이송 작업을 위해 한 개 이상의 RollerDrive와 소위 아이들러라고 하는 자체 

구동장치가 없는 두 개의 컨베이어 롤러가 이송물 아래 있어야 합니다.

허용하중 계산 프로그램은 Interroll 웹사이트, www.interroll.com. 이 프로그램에서 축 

유형은 원형(Round)으로, 축 위치는 스터브 축(Stub Axle)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튜브 재질은 기본적으로 50 x 1.5 mm입니다.

다음 항에는 출력 계산의 예와 기본 상관관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송물이 롤러 축 방향과 수직으로, 즉 횡력 없이 컨베이어에서 이동하면 정적 마찰력과 구름 

마찰력의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 등식은 컨베이어 트랙을 따라 정속으로 움직이는 이송물에 적용됩니다.

F = m · g · µ

F 요구되는 접선력(N)
m 질량(kg)
g 중력 가속도 9.81 m/s
µ 마찰계수

예 계산:

이송물의 중량 30 kg
컨테이너 플라스틱 상자, 마찰계수 μ = 0.04
속도 0.5 m/s

Ft = 30 kg · 9.81 m/s · 0.04 = 11.77 N

따라서 요구되는 접선력은 11.77 N입니다. 이렇게 되면 25 mm의 롤러 반경에 0.3 N/m의 토오크(

힘 × 거리)가 필요합니다. 요구되는 기계 출력(힘 × 속도)은 5.9입니다. 

RollerDrive의 

허용하중

롤러 저항 및 

출력 계산

RollerDrive

RollerDrive는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을 기반으로 하며 외부 치수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컨베이어 설비는 기존의 AC 구동장치에 비해 RollerDrives를 사용했을 때 더욱 간편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RollerDrive는 유니버설 컨베이어 롤러 시리즈 1700 및 다른 버전의 이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구동장치 헤드가 RollerDrive에 사용되는데, 이 구동장치는 설비에 통합할 때 

이상적입니다.

RollerDrives를 사용한 컨베이어 구조의 탁월한 유연성은 제어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조를 

통해 지원됩니다. RollerDrives는 범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많은 기존 설비나 새로운 설비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과 기계식의 전기 모터는 RollerDrive RollerDrive의 핵심입니다. RollerDrives는 신뢰성 높은 

구동장치의 진동 결합 해제 특성 덕분에 매우 조용합니다. 이 결합 해제 작용은 기어가 충격 

응력을 받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보호 수단을 통해 기어 휠의 톱니 밑면에 가해지는 응력이 

최소화되므로 RollerDrive의 사용 수명이 연장됩니다.

모터는 유성 기어 박스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유성 기어박스에는 1 ~ 3단 감속 및 차동 

감속 기능이 있습니다. 토오크는 동축 압축 관 커플링을 통해 원통형 롤러 슬리브에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RollerDrive는 서로 반대쪽에서 롤러 슬리브에 압착되어 있는 두 개의 베어링 하우징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베어링 하우징은 표준 부품 범위이거나 이 범위에서 파생된 부품입니다.

해당 용도에 가장 알맞은 RollerDrives는 해당 지역 Interroll 고객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이송물의 중량 및 치수

• 컨베이어 속도, 처리량 및 분당 주기

• 이송물 하부의 재료(롤러의 마찰계수 결정)

• 특수 주변 조건(예: 극한의 온도, 습도, 화학적 효과 등)

• RollerDrive 제어장치 유형

• 이송물의 최대 오버-런

오버-런은 컨베이어의 질량 관성으로 인해 작동 신호가 취소된 경우 이송물이 지나치는 

거리입니다.

RollerDrive의 베어링 하우징은 전도성 폴리머로 제조되어 있어 정전하를 측면 프로파일로 

전도시킵니다. 전체 컨베이어를 적절히 접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어 속도를 이용해 컨베이어 속도를 선택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원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동 중인 

RollerDrive

RollerDrives 

를 이용한 계

획수립

정전기 방지

컨베이어 속도 

선택

RolleRDRive  및 

DRiveContRols
구성 원리

RollerDrive 

및  

Drive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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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erDrive BT100에는 외부 제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부 열 소자 스위치는 과열될 경우  

RollerDrive 스위치를 껐다가 냉각되면 자동으로 다시 켜집니다. 이를 통해 과부하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보호 성능은 제공합니다.

BT Z-Card은 BT100용 ZoneControl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ZPA 컨베이어를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BT Z-Card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112를 참조하십시오.

DriveControl은 RollerDrive EC310 제어에 이상적입니다. 보호 등급 IP20 및 IP54는 두 가지 다른 

하우징 설계를 사용해 달성합니다. IP54는 하우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출력에는 자체 공통 신호 집단이 있어 부하 전류 집단에서 분리됩니다. 전압 공급은 

하나에서 다른 DriveControl로 루프를 형성해 케이블 연결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DriveControl 최대 

2개 연결).

RollerDrive의 속도는 DriveControl을 사용하여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DIP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15가지의 다른 속도를 허용하는 DIP 스위치 4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외부에서 3개의 디지털 입력을 사용해 8가지의 다른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컨대 2개의 디지털 PLC 출력으로 작동 중에 간편하게 쉽게 2가지 다른 

속도를 설정해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ZoneControl로 자가 제어 무선압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역과 모든 RollerDrive가 하나의 ZoneControl에 연결됩니다. 개별 ZoneControls은 CAT5 표준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서로 통신합니다. 이 케이블은 길이가 다양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탁월한 연결 품질을 보장합니다. 실제로 이 케이블은 인터넷 연결을 위해 IT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센서, 즉 각 구역의 구역 센서와 컨베이어 시스템 시작점의 시작 센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회전 방향은 각 ZoneControl에서 DIP 스위치를 사용해 설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개별 RollerDrive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작동 도중에 전체 컨베이어 시스템의 속도 또한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날로그 목표값 입력(0  ~  10V)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PLC 

출력으로 속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 상태와 시동 신호는 상하부 시스템의 "핸드셰이크 

I/O(handshake I/O)" 를 구성합니다.

상태 신호와 시동 입력은 ZoneControl 컨베이어 시스템을 기존 레이아웃에 맞추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역 센서의 구성은 상태 신호에서 외부적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시동 입력을 이용해 

컨베이어의 시작 또는 마지막 구역을 움직여 이송 중인 물건이 전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역 구동장치로 2개의 RollerDrives가 필요한 특수 중량물의 경우, ZoneControl의 DriveControl을 

사용해 두 번째 RollerDrive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반적인 오류 신호는 그룹 메시지로 오류 

기능을 보고합니다. 이 오류는 오류 LED로 국지화하여 다른 점멸 주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BT100용 

DriveControls

DriveControls 
(용도: EC310)

ZoneCotrol

컨테이너 재질의 마찰계수:

재질 마찰계수(μ)

스틸 0.03
PVC, 부드러운 표면 0.04
프로파일링 처리된 폴리머 0.05
목재 0.05
견고한 보드지 0.06
부드러운 보드지 0.08

컨베이어 트랙을 따라 정속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구동력은 이송물 하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고하고 하부가 잘 변형되지 않는 스틸 컨테이너 등은 최소한의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스틸 컨테이너는 가속 및 감속할 때 관에서 미끌어지기 쉽습니다. 정속 이동 중 화물 중량의 

약 3%가 추진력으로 가해지는데, 보드지 컨테이너의 경우 μ는 약 8%입니다. 이는 부드럽고 유연한 

하부로 설명 가능합니다. 보드지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컨테이너 하부 변형 시 다른 값이 스틸 

컨테이너에 적용되므로 전진 운동에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컨베이어 주기가 가속, 정속 이동 및 제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은 출력 평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속 상태일 때 정적 마찰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상당히 적은 롤러 마찰력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컨베이어 주기가 시작될 때 동력이 급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riveControls (용도: RollerDrive)

컨베이어 구간은 중앙 관리형 또는 비중앙 분산 로직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Interroll에는 위 두 가지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RollerDrives를 매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제어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DriveControl (I/O 기반의 모터 스타터) 

• ZoneControl 및 Z-Card (비중앙 관리형 컨베이어 로직)

ZoneControl은 간편한 RollerDrive I/O 기반의 제어장치에 사용됩니다. 무선압 어큐뮬레이션 

컨베이어를 직선으로 구성할 수 있는 ZPA 컨트롤러에는 DriveControl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모터 및 구역 

제어장치

RolleRDRive  및 

DRiveContRols
구성 원리

RollerDrive 

및  

Drive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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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

정밀 볼 베어링, 윤활 처리(6002 2RZ, 6003 2RZ, 6204 2RZ, 6205 2RZ, 689 2Z)

표준 DIN 625
재질 링 및 볼의 경우 재료 등급이 100Cr6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조

경도: 61 ± 2 HRC, 금속 구조물 포함
베어링 유격 C3
2RZ 씰 스틸 보강 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 고무(NBR)로 제조된 미로 

효과가 있는 비연마성 2-립 씰 
2Z 씰 박판으로 제조된 비연마성 커버 디스크 
윤활 다중 등급 그리스, 무실리콘
온도 범위 -30 °C ~ +177 °C

정밀 볼 베어링, 윤활 처리(6002 2RZ)

표준 DIN 625
재질 링 및 볼의 경우 재료 등급이 100Cr6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조

경도: 61 ± 2 HRC, 금속 구조물 포함
베어링 유격 C3
2RZ 씰 스틸 보강 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 고무(NBR)로 제조된 미로 

효과가 있는 비연마성 2-립 씰 
윤활 다중 등급 오일, 무실리콘
온도 범위 -30 °C ~ +80 °C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조된 정밀 볼 베어링, 윤활 처리(6002 2RZ)

표준 DIN 625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조된 링 및 볼, 재료 1.4125(X105CrMo17), AISI 

440C를 준수하는 재료 등급 포함
경도: 56 ± 2 HRC, 폴리아미드 구조물 포함

베어링 유격 C3
2RZ 씰 스틸 보강 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 고무(NBR)로 제조된 미로 

효과가 있는 비연마성 2-립 씰
윤활 다중 등급 그리스, 무실리콘
온도 범위 -30 °C ~ +177 °C

스틸 콘 베어링 50 x 1.5, 윤활 처리

재질 휠 보디 재료 DX53D + Z, 아연도금
베어링 부품, 열처리

윤활 다중 등급 그리스, 무실리콘
온도 범위 -30 °C ~ +110 °C

폴리머 베어링

재질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조된 외부 링 및 콘
탄소강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조된 볼

윤활 다중 등급 그리스, 무실리콘
온도 범위 -30 °C ~ +40 °C

관

재질 표준 사양

미코팅 처리 스틸 
및 아연도금 스틸

DIN EN 10305-3 Interroll에 의해 제한된 공차 및 재질 사양

아연도금 DIN EN 12329
DIN 50961

파란색 패시베이션이 추가된 아연도금 슬리브(크롬 IV 없음)
RoHS 규정을 준수하는 슬리브
층 두께 6 ~ 15 µm

스테인리스 스틸 DIN 17455 1.4301(X5CrNi18-10)
Interroll에 의해 제한된 공차

알루미늄 – AW 6060 T66(AlMgSi 0.5 F22)
길이 16 mm 및 20 mm E6/EV1의 경우, 스테인드, 천연 및 
양극 처리
표면 층 두께 20 µm, 절연 및 비전도성
길이 50 mm 무후처리의 경우 마무리되지 않아 전도성 존재

PVC 2002/95/EC PVC-U(경질폴리염화비닐, 무유연제 및 무실리콘, 높은 
내충격성)
REACH 지침(EC No. 1907/2006)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험 
및 등록된 재료만 함유
더스트 그레이, RAL 7030

동심 공차는 페이지 206 참조

재질 사양
재질 사양

관, 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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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장치

Interroll PolyVee 벨트에 대한 기술 데이터는 다음 항에 개략되어 있습니다. 

기타 모든 구동장치에 관한 정보는 해당 제조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ISO 9982(DIN 7867) 프로파일 PJ
2-리브형 및 3-리브형 V-리브 벨트(PolyVee)용

재질 2002/95/EC(RoHS) 지침 준수
REACH 지침(EC No. 1907/2006)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험 및 등록된 
재료만 함유
무할로겐, 무실리콘, 무-PVC, 내화염성

인증 UL-인증
경도 Rear 82 Shore A, Ribs 55 Shore A
전기 전도성 < 7 MΩ
온도 범위 -20 ~ +90 °C
치수 ISO 9982(DIN 7867) 프로파일 PJ에 따라

PolyVee 벨트

축

재질 표준 사양

미코팅 처리 스틸 
및 아연도금 스틸

DIN EN 10277-3 1.0715(11SMn30)
Interroll에 의해 제한된 공차 및 재질 사양

아연도금 DIN EN 12329
DIN 50961

파란색 패시베이션이 추가된 아연도금 슬리브(크롬 IV 없음)
RoHS 규정을 준수하는 슬리브
층 두께 6 ~ 15 µm

스테인리스 스틸 DIN EN 10088-
23

1.4305(X5CrNi18-9)
Interroll에 의해 제한된 공차

동심 공차는 페이지 206 참조

재질 사양
재질 사양

축, 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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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포함하여 수많은 요인이 플라스틱 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음 표에 

설명된 정보는 지침으로만 제공됩니다.

• 노출 기간 및 매체 농도

• 온도

• 힘에 노출

• 자외선 노출

사용자가 사용할 폴리머의 완전한 적합성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폴리아미드 POM

(폴리옥시메틸렌)

연질 

PVC

경질 

PVC

폴리프로

필렌

에테르 ++ ++ - ++ -
알코올, 저급 ++ ++ ++ - ++
휘발유 ++ + -- ++ -
에스테르 ++ -- -- -- -
지방 ++ ++ - ++ +
플루오르화 수소산 -- -- - - -
케톤 ++ - -- -- ++
탄화수소, 지방성 ++ ++ -- ++ ++

탄화수소, 방향성 ++ + -- -- -

탄화수소, 염소 처리 - ++ -- -- --

탄화수소, 비포화, 염소 처리 + ++ -- -- --

염수, 약성 + ++ ++ ++ ++

염수, 강성 - ++ - ++ ++
광유 ++ ++ - ++ -
오일 ++ ++ - ++ +
산, 산화성 -- -- - -- --

산, 약성 -- - ++ ++ ++

산, 강성 -- -- ++ - --

산, 강성, 유기성 - ++ - + ++

식염수, 무기성 ++ ++ ++ ++ ++
테레빈유 - - -- -- --
연료 혼합물 + ++ -- -- -
물 ++ ++ ++ ++ ++

테크노 폴리머

Interroll은 거의 모든 컨베이어 부품에 테크노 폴리머를 사용합니다. 폴리머는 스틸에 비해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소음 감소

• 제한된 식품-유해성

• 간편한 청소

• 우수한 충격 강도

• 부식 방지성

• 중량 감소

• 고품격 설계

폴리머 특성 용도

폴리아미드(PA) • 탁월한 기계적 특성

• 탁월한 내마모성

• 낮은 마찰계수

• 우수한 내화학성

스프로킷 헤드, 씰 및 
베어링 시트

폴리프로필렌(PP) • 낮은 비중

• 탁월한 내열성

• 비흡습성

• 우수한 내화학성

휠, 씰 및 베어링 시트

폴리염화비닐(경질 PVC) • 내흠집성

• 내충격성

• 우수한 내화학성

폴리머 컨베이어 롤러용 관

폴리옥시메틸린(POM) • 탁월한 기계적 특성

• 탁월한 내마모성

• 낮은 마찰계수

• 높은 치수 안정성

• 최소 흡수성

• 상당히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부품에 사용

타이밍 벨트 헤드 및 
슬라이드 베어링

폴리머는 관련 내화학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기호 의미 설명

++ 매우 우수한 저항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도 손상 없음
+ 일반적으로 저항 존재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손상 유발 가능, 이 손상의 경우 더 

이상 매체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 본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음
- 대부분 저항 없음 최적의 주위 및 사용 조건이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저항 존재
-- 전혀 저항 없음 매체가 폴리머에 접촉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점

특성 및 용도

저항

재질 사양
재질 사양

테크노 폴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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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술가는 꿈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둠의 예술을 사랑하며 무의식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은 Steffen Geisler

가 극장과 같은 설비 

및 대담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웅장한 공간 

미술로 표현해 내는 

내용입니다. 

이 베를린의 예술가는 Sant‘Antonino에 

소재한 Interroll의 스위스 본사에서 전시회를 

열어 자신의 특이한 작품들을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에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으로, 

또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에서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렇듯 

Steffen Geisler는 미리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또 숙고하도록 만듭니다.  

Steffen Geisler는 혁신적인 창조성을 

향한 탐험가의 영혼과 도전 의식을 

자극합니다. 뛰어난 컨베이어 기술을 보다 

확고히 뛰어나게 정확한 모습을 갖추도록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inteRRoll  - 

코퍼레이트 아트

예술은 작업 환경과 이러한 체계를 관리하는 

내부 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Interroll 코퍼레이트 아트(Corporate Art)

는 이러한 창의적인 잠재력을 전달하여 

의사소통 수단으로 예술과 업무를 끌어안는 

대화를 창출하고, 생각의 영혼이 번영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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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u ro p e 

Austria
Tel +49 2193 23 187
at.sales@interroll.com

Belgium
Tel. +49 2193 23 259
be.sales@interroll.com

Czech Republic/Slovakia
Interroll CZ, s.r.o.
Na Řádku 7/3172
69002 Břeclav
Czech Republic
Tel + 420 519 330 210
cz.sales@interroll.com

Denmark
Interroll Nordic A/S
Hammerholmen 2-6
2650 Hvidovre
Denmark
Tel + 45 36 88 33 33
dk.sales@interroll.com

Finland
Interroll Nordic A/S
Martinkyläntie 53
01720 Vantaa
Finland
Tel + 358 9 54 94 94 00
fi.sales@interroll.com

France
Interroll SAS
Z.I. De Kerannou-BP34
29250 Saint-Pol-de-Leon
France
Tel + 33 2 98 24 4100
fr.sales@interroll.com

Germany
Interroll Fördertechnik GmbH
Höferhof 16
42929 Wermelskirchen
Germany
Tel + 49 2193 23 0
de.sales@interroll.com

Hungary
Lörincz Kft.
Kastély U.27
Pf. 57
2045 Törökbálint
Hungary
Tel + 36 23 337 891
hu.sales@interroll.com

Iceland
IBH ehf
Dugguvogur 10
104 Reykjavik
Iceland
Tel + 354 562 6858
ingi@ibh.ehf.is

Italy
Rulli Rulmeca S.P.A.
Via Arturo Toscanini 1
24011 Almé (Bg)
Italy
Tel + 39 035 43 00 111
vendite@rulmeca.it

Luxembourg
Tel +49 2193 23 259
be.sales@interroll.com

Netherlands
Tel +49 2193 23 151
nl.sales@interroll.com 

Norway
Interroll A /S
Kobbervikdalen 65
3036 Drammen
Norway
Tel + 47 32 88 26 00
no.sales@interroll.com

Poland
Interroll Polska Sp. z o.o.
ul. Płochocińska 85
03-044 Warszawa
Poland
Tel +48 22 741 741 0
pl.sales@interroll.com

Portugal
Rulmeca de Portugal, LDA
Parque Industrial do Tortosendo
Edifício Parkurbis, Loja 7
Apartado 113
6200-865 Tortosendo
Portugal
Tel +351 275 33 07 80
rulmeca@rulmeca-interroll.pt

Romania
Krako International SRL
Str. Sfanta Maria 1-5
Bl. 10A4
Sc 1 Apt 4 Sector 1
001494 Bucuresti
Romania
Tel + 40 21 260 2050
ro.sales@interroll.com

Slovenia
3-TEC, prehrambena- 
tehnologija-hlajenje
Dravska ulica 7
1000 Ljubljana
Slovenija
Tel + 386 1 56 56 370
si.sales@interroll.com

Spain
Interroll España S.A.
Parc Tecnològic del Vallès
C/Dels Argenters, 5 Edificio 1
Bp y Cp
08290 Cerdanyola del Vallès
Barcelona
Spain
Tel + 34 90 211 0860
es.sales@interroll.com

Sweden
Interroll Nordic A/S
Karlsrovägen 64
302 41 Halmstad
Sweden
Tel + 46 35 227 077
se.sales@interroll.com

Switzerland
Tel. +49 2193 23 190
ch.sales@interroll.com

United Kingdom
Interroll Ltd.
Brunel Road
Corby, Northants NN17 4UX
United Kingdom
Tel + 44 1536 200 322
gb.sales@interroll.com

A f r i c a 

South Africa
Interroll South Africa (Pty) Ltd
Box 327
Isando 1600
Gauteng
South Africa
Tel + 27 11 281 99 00
za.sales@interroll.com

N o r t h  a n d  S o u t h
A m e r i c a

Canada
Interroll Checkstand
8900 Keele Street
Unit 2 & 3
Concord, Ontario L4K 2N2
Canada
Tel +1 905 660 4426
ca.sales@interroll.com

Interroll Canada Ltd.
1201 Gorham Street
Newmarket Ontario L3Y 8Y2
Canada
Tel +1 905 727 33 99
ca.sales@interroll.com

USA
Interroll Corporation
3000 Corporate Drive
Wilmington, N.C. 28405
USA
Tel +1 910 799 1100
us.sales@interroll.com

Interroll Automation LLC
5035 Keystone Boulevard
Jeffersonville, IN 47130
USA
Tel +1 812 284 1000
us.sales@interroll.com

Interroll Dynamic Storage, Inc.
232 Duncan Circle
Hiram, GA 30141
USA
Tel +1 770 943 15 41
ca.sales@interroll.com

Brazil
Interroll Logística
Elementos para Sistemas
Transportadores Ltda
Rua Dom João VI
555 - Parque Industrial SA
Pindamonhangaba - SP
CEP 12412- 805
Brazil
Tel + 55 (0)12 3648 8021
br.sales@interroll.com

A s i a

China
Interroll (Suzhou) Co. Ltd.
Block B & C
Ecological Science Hub
No. 1 Ke Zhi Road
Suzhou Industrial Park
Jiangsu Province
China
Postal Code: 215021
Tel + 86 512 62560383
cn.sales@interroll.com

India
Interroll Drives and Rollers
India Pvt. Ltd.
No. 276, 4th main, 4th phase
Peenya Industrial Area
Bangalore-560058
India
Tel + 91080 41272666
in.sales@interroll.com

Israel
Comtrans-Tech Ltd.
P.O.B. 17433
Tel-Aviv 61174
Israel
Tel + 972 54 4272747
il.sales@interroll.com

Japan
Interroll Japan Co. Ltd.
302-1 Shimokuzawa
Midori-ku
Sagamihara-shi
Kanagawa 252- 0134
Japan
Tel + 81 42 764 2677
jp.sales@interroll.com

Korea
Interroll (Korea) Co. Ltd.
Rm 301
Dongsan Bldg. 333-60
Shindang-Dong
100-826 Choong Ku, Seoul
Tel + 82 2 2231 19 00
kr.sales@interroll.com

Singapore
Interroll (Asia) Pte. Ltd.
386 Jalan Ahmad Ibrahim
Jurong 629156 Singapore
Republic of Singapore
Tel + 65 6266 6322
sg.sales@interroll.com

Sri Lanka
Colombo Machinery
& Equipment Ltd.
No: 102, Fife Road
Colombo 05
Sri Lanka
Tel + 94 11 250 0078/79
lk.sales@interroll.com

Taiwan
First Auto-Transfer Equipment
Co. Ltd
8F-3, No: 65, Song De Road
Hsin Yi District
Taipei 11076
Taiwan
Tel + 886 2 27 59 88 69
tw.sales@interroll.com

Thailand
Interroll (Thailand) Co. Ltd.
700/685, Moo 1
Amata Nakorn
Panthong, Chonburi
20160
Thailand
Tel + 66 3 844 7448
th.sales@interroll.com

A u s t r a l i a  a n d
N e w  Z e a l a n d

Australia
Interroll Australia Pty. Ltd.
70 Keon Parade
Thomastown
Victoria 3074
Australia
Tel + 61 3 94 60 21 55
au.sales@interroll.com

New Zealand
Automation Equipment
(NZ) Ltd.
26 Tawn Place,
Pukete, Hamilton
New Zealand
Tel + 64 (7) 849 0281
nz.sales@interroll.com

Headquarter
Interroll (Schweiz AG)
+ 41 91 850 25 25
info@interroll.com

www.interro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