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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FREE LOADING 
FROM THE FINEST …
… to the coarsest material
(IĆFLHQW��ORQJ�ODVWLQJ��WURXEOH�IUHH�DQG�DERYH�DOO�GXVW�IUHH��HQYLURQPHQWDOO\�IULHQGO\�ORDGLQJ�å�WKLV�LV�JXDUDQWHHG�E\�
WKH�ZRUOGZLGH�PRVW�FRPSUHKHQVLYH�SURJUDP�IRU�EXON�ORDGLQJ�WHFKQRORJ\�E\�0XKU�

%XON�JRRGV��ORDGLQJ�V\VWHP��ORDGLQJ�FRQGLWLRQV��UHJXODWLRQV��HWF����HYHU\�ORDGLQJ�VLWXDWLRQ�LV�GLIIHUHQW��$FFRUGLQJO\�WKH�
ORDGLQJ�V\VWHP�PXVW�EH�DGDSWHG�WR�\RXU�LQGLYLGXDO�UHTXLUHPHQWV��:LWK�RXU�PRGXODU�FRQFHSW�ZH�RIIHU�\RX�D�WDLORU�
PDGH�ORDGLQJ�V\VWHP�LQ�VHULDO�TXDOLW\�

,I�DGGLWLRQDO�DGDSWDWLRQV�IRU�\RXU�DSSOLFDWLRQ�DUH�RI�DGYDQWDJH��WKHVH�ZLOO�TXLWH�VLPSO\�EH�LPSOHPHQWHG�E\�RXU�WHDP�RI�
VSHFLDOLVWV���WDLORUHG�WR�VXLW�\RXU�UHTXLUHPHQWV�

   

FOR ALL KINDS OF BULK MATERIAL
IURP�$VK�WR�=LQF�R[LGH

FOR ALL INDUSTRIES
&KHPLFDO��3HWURFKHPLFDO��)RRG��*UDLQ��)HHGLQJ�

6WXII��3RZHU�3ODQWV��&HPHQW��3LW�DQG�4XDUU\��6DOW��

)HUWLOL]HU��0LQLQJ

분진 없는 로딩
가장 고운 입자 부터...

...가장 거친 입자 까지
효율적이며 견고하고 고장이 없는 친환경적 분진 없는 로딩-  

이것은 Muhr 무어 벌크 로딩을 위한 세계적으로 가장 종합적인 프로그램 기술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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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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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류의 벌크 자재
회분에서 부터 산화 아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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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hr.com

CLOSED LOADING
MVS with pneumatical sealing system
MBG with loading cone

·
·

Advantages

Guaranteed dust-free
$IWHU�WKH�LQćDWLRQ�RI�WKH�VHDOLQJ�FROODU�RI�WKH�096�ORDGLQJ�
VSRXW��WKH�VLOR�RU�FKDUJLQJ�QR]]OH��ORDGLQJ�VSRXW�DQG�WDQN�
DUH� D� FORVHG� V\VWHP�� 7KH� IRUFH�ĆWWLQJ� DQG� IRUP�ĆWWLQJ�
FRQQHFWLRQ�JXDUDQWHHV�GXVW�IUHH�ORDGLQJ��HYHQ�ZLWK�RYHU-
SUHVVXUH�LQ�WKH�V\VWHP�GXH�WR�SURFHVVHV��
2I�FRXUVH��DOO�RI�WKH�GHVLJQ�HOHPHQWV�UHTXLUHG�IRU�WKLV�DUH�
VDIHO\�LQWHJUDWHG�LQWR�WKH�ORDGLQJ�V\VWHP�
5HGXFH�ĆOWHU�FRVWV
7KH� ORZHU� H[KDXVW� DLU� VSHHG� PHDQV� WKDW� WKH� SURSRU-
WLRQ� RI� GXVW� LQ� WKH� H[KDXVW� DLU� LV� VLJQLĆFDQWO\� ORZHU��
2QO\� WKH� DLU� GLVSODFHG� E\� WKH� SURGXFW� QHHG� EH� H[WUDF-
WHG�� &RPSDFW� VROXWLRQ�� :KHQ� FRQQHFWLQJ� WKH� 096�
ORDGLQJ� V\VWHP� WR� D� FHQWUDO� DVSLUDWLRQ� RU� DQ� H[WHUQDO�
ORDGLQJ� ĆOWHU�� WKHVH� FRPSRQHQWV� FDQ� EH� GHVLJQHG� VLJ-
QLĆFDQWO\� VPDOOHU�� :KHQ� DOVR� XVLQJ� WKH� LQWHJUDWHG� ĆO-
WHU� XQLW�� WKLV� FDQ� EH� GHVLJQHG� LQ� D� YHU\� FRPSDFW� IRUP��

·

·

Advantages

Proven quality
7KH�VROLG�GHVLJQ��RSWLPL]HG�RYHU�PDQ\�\HDUV��HQVXUHV�RS-
WLPXP�RSHUDWLRQDO�VHFXULW\�DQG� ORQJ�VHUYLFH� OLIH��6HFXUH�
DQG�HFRQRPLFDO�
Dust-free
5XEEHU�FRDWLQJ�RI�WKH�ORDGLQJ�FRQH�ZLWK�GRXEOH�OD\HU�V\V-
WHP�����PP�WKLFN�� VRIW� UXEEHU�FRDWLQJ� IRU�RSWLPXP�PDW-
FKLQJ�WR�WKH�WDQN�RSHQLQJ��ZLWK���PP�KDUG�UXEEHU�OD\HU�RQ�
WRS�IRU�ZHDU�SURWHFWLRQ��'XVW�IUHH�DQG�GXUDEOH�
Filter protecting
6HSDUDWLRQ�RI�SURGXFW�ćRZ�DQG�H[KDXVW�DLU�ćRZ�WKURXJK�
WR� EH\RQG� WKH� SURGXFW� RXWOHW� RI� WKH� ORDGLQJ� QR]]OH�� VR�
WKDW� QR� SURGXFW� LV� H[WUDFWHG� IURP� WKH� SURGXFW� ćRZ� LQ�
FRPSDULVRQ� WR� FRQYHQWLRQDO� ORDGLQJ� VSRXWV�� (FRQRPLFDO�
DQG�HIĆFLHQW�

·

·

·

in silo trucks, tank wagons and containers, etc.

Closed loading with MVS and MBG
&ORVHG�ORDGLQJ�VKRXOG�EH�ĆUVW�DQG�IRUHPRVW��&ORVHG��
$QG�D�FORVHG�V\VWHP�LV�GXVW�IUHHð

0XKU�EXON�ORDGLQJ�V\VWHPV�096�DQG�0%*�IRU�GXVW�
IUHH�ORDGLQJ�RI�EXON�JRRGV�LQWR�VLOR�YHKLFOHV��WDQNHUV��
FORVHG�FRQWDLQHUV�DQG�VLOR�VKLSV��(FRQRPLFDO�DQG�HQ-
YLURQPHQWDOO\�IULHQGO\�

MVS - Absolute reliability and completely dust-tight
096�EXON�ORDGLQJ�VSRXWV�DUH�HTXLSSHG�ZLWK�D�SQHX-
PDWLFDOO\� LQćDWDEOH� VHDOLQJ� FROODU� RQ� WKH� GLVFKDUJH�
QR]]OH��
'XULQJ�ORDGLQJ��WKLV�FORVHV�WKH�DQQXODU�JDS�EHWZHHQ�
WDQN�KDWFK�DQG�WKH�GLVFKDUJH�QR]]OH��%ULOOLDQWO\�VLPS-
OH��HIIHFWLYH�DQG�UHOLDEOH�

MBG- Well proven design in the highest quality
7KH�0XKU�0%*�EXON�ORDGLQJ�V\VWHPV�KDYH�D�VROLG�ORDGLQJ�
KHDG�ZKRVH�ORDGLQJ�FRQH�LV�DOVR�HTXLSSHG�ZLWK�DQ�LQQRYDWL-
YH�GRXEOH�OD\HU�UXEEHU�FRDWLQJ��7RJHWKHU�ZLWK�WKH�SURGXFW�
H[KDXVW�DLU� VHSDUDWLRQ� WKLV�HQVXUHV�HFRQRPLFDO��GXVW�IUHH�
ORDGLQJ�DQG�UHOLDEOH��VDIH�RSHUDWLRQ�

)RU� SURGXFWV�ZLWK�PLQRU� ĆOWHU� GHPDQGV�� WKH� GHVLJQ�ZLWK�
WKH� ĆOWHU� EHOORZV� LV� VXIĆFLHQW�� <RXU� DGYDQWDJH�� 6PDOOHU�
DQG�ORZHU�FRVW�ĆOWHU�V\VWHPV��ORZHU�ĆOWHU�ORDG��ORQJHU�VHU-
YLFH� OLIH� DQG� ORZHU� RSHUDWLRQDO� DQG� PDLQWHQDQFH� FRVWV�
Universal application
7KH� ZLGH� VHDOLQJ� UDQJH� PHDQV� WKH� VHDOLQJ� FROODU� RI� WKH�
096�ORDGLQJ�VSRXW�FDQ�EH�XVHG�XQLYHUVDOO\��7KXV�DOO�VWDQ-
GDUG� WDQN� DSHUWXUHV� IURP� ���� WR� ���PP� GLDPHWHU� FDQ�
EH� FRYHUHG�ZLWK� MXVW� RQH� VHDOLQJ� FROODU�� $V� DQ� DOWHUQDWLYH�
WKHUH�DUH�DOVR�VHDOLQJ�FROODUV�ZLWK�D�VHDOLQJ�UDQJH�RI�����WR�
���PP�DYDLODEOH�DV�D�VSHFLDO�VL]HV�

7KH�VHDOLQJ�FROODUV�DUH�DYDLODEOH� LQ�EODFN�DQG�DOVR� LQ� OLJKW�
FRORUHG�ĆQLVK�

ï� DUST-FREE

ï� ExTERNAL ROpE GUIDING

ï� pROvEN qUALITy

ï� ECONOMICALLy

ï� CLEAN LOADING FACILITy 
AND AREA pROTECTS THE 
ENvIRONMENT AND OpERA-
TING pERSONNEL

·

Loading of carbon black in silo truck

밀폐 로딩
싸이로 트럭, 탱크 웨건 및 컨테이너 등 에서 유용
• MVS 공압식 밀봉 시스템 

• MBG 원추형 시스템

MVS와 MBG로 실행되는 밀폐 로딩

밀폐된 시스템은 완전 무진 로딩을 가능케 하므로 밀폐 로
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Muhr의 벌크 로딩 시스템 MVS와 MBG는 벌크로 된 상품
을 싸이로 차량, 탱커, 밀폐 컨테이너와 싸이로 배 등에 무
진 로딩을 가능하게 한다. 친경제적, 친환경적인 선택이다.

MVS- 확실한 완전 방진 시스템

MVS 벌크 로딩 입구는 배출 노즐에 공압적 팽창식 밀폐 

이음 고리를 장착해 설치 되었다. 

로딩하는 동안, 배출 노즐과 탱크 햇치 사이에 생기는 틈
을 막아준다.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다.

장점
• 보장된 무진

MVS 로딩 입구의 밀폐 이음새를 팽창 시켜, 싸이로나 배
출 노즐, 로딩 입구와 탱크가 밀폐 되는 시스템이다. 처리 

과정 중 시스템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힘을 가
해 형상에 잘 맞추어진 이음부는 무진 로딩을 보장한다. 

당연히 이 시스템을 위해 디자인 된 모든 요소는 로딩 시
스템과 일체형이다.

• 필터 비용의 감소

배출 공기의 속도 감소는 배출 공기 속 분진의 양이 현저히 

감소 했다는 것을 뜻한다. 단지 제품으로 인해 옮겨진 공기
만 배출 하면 된다. 콤팩트한 해결책: MVS 로딩 시스템을 

중앙 입System 또는, 외부 로딩 필터로 연결할 때, 이 부품
들은 훨씬 작게 디자인 될 수 있다. 일체형 필터를 쓸 때도 

역시 매우 작은 콤팩트 형태로 제작 가능하다.

필터링이 조금만 필요한 제품들은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필
터만으로 충분하다. 이럴 때 장점은: 더 작고, 더 낮은 비용
의 필터 시스템과, 적은 필터 사용량, 오래 지속되는 수명, 

운전 비용과 유지 비용이 절감된다.

• 세계 보편적인 설비

넓은 밀폐 범위가 MVS 로딩 입구의 밀폐 이음 고리 한 사이
즈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390mm에서 500mm 지름의 모
든 기본적 탱크 개구는 딱 하나의 이음 고리로 충분히 커버 

된다. 그 대안으로 밀폐 범위 290mm에서 400mm 의 이음 

고리가 특별 사이즈로 가능하다.  

 

밀폐 이음 고리는 검정색과 가벼운 색상 마감이 가능하다.

MBG- 최고 퀄러티의 확실히 입증된 디자인

Muhr의 MBG 벌크 로딩 시스템은 혁신적인 이중 구조 고무 

코팅이 된 원추형 로딩을 갖춘, 견고한 로딩 헤드를 갖고 제품
과 공기 분리와 함께 경제적이고 분진 없는 로딩을 보증한다.

장점
• 입증된 품질

수년간 최적화 된 견고한 디자인, 최적의 운영을 보장하는 

안전과 오랜 수명이 보장되며 경제적이다.

• 무진

이중 레이어의 고무 코팅된 원추형 로딩 시스템: 탱크 오프
닝에 최적으로 맞춘 18mm 두께의 부드러운 고무 코팅과 

그 위에 마모 방지를 위한 3mm 두께의 강한 고무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 필터 보호

제품의 흐름과 배출 공기의 흐름을 분리해 제품 너머 로딩 

노즐의 출구로 통하여, 기존 시스템과 로딩에 비교하여 어
떤 제품도 제품 흐름으로 부터 빠져나가게 하지 않게 하므
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 무진 

 

• 외부 로프 가이딩 

 

• 입증된 품질 

 

• 경제적 

 

• 깨끗한 로딩 설비와 주변 환경의  

  보호와 운전자를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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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LOADING
on trucks, railcars, containers, ships, stockpiles, etc.

Open loading with MBO and MBO-T
)RU� WKH� RSHQLQJ� ORDGLQJ� RI� EXON� JRRGV� LQWR� WUXFNV��
FRQWDLQHUV��UDLOFDUV��VKLSV��KRSSHUV�RU�VWRFNSLOHV�

:LWK�RSHQ� ORDGLQJ� LQ�SDUWLFXODU��FRQVLGHUDEOH�H[SH-
ULHQFH� LV�QHFHVVDU\�IRU�WKH�FRQFHSWXDOL]DWLRQ�RI�WKH�
ORDGLQJ�V\VWHP��)RU�WKH�UHOLDEOH�DQG�GXVW�IUHH�ORDGLQJ�
RI�FRDUVH�EXON�PDWHULDOV�VXFK�DV�JUDYHO�DQG�FOLQNHU��DV�
ZHOO�DV� IRU�SRZGHU\�SURGXFWV��:LWK� ORDGLQJ�FDSDFL-
WLHV�RI�PRUH�WKDQ�������Pu�K�DQG�ORDGLQJ�KHLJKWV�RI�
XS�WR����P�DQG�PRUH�

MBO
:LWK� H[WHULRU� EHOORZV� IRU� WKH� RSHQ� ORDGLQJ� RI� SRZGHU\��
JUDQXODU�DQG�YHU\�GXVW\�SURGXFWV�

MBO
0LW�$X¡HQEDOJ�I¾U�GLH�RIIHQH�9HUODGXQJ�YRQ�SXOYHUI¸UPL-
JHQ��N¸UQLJHQ�XQG�VWDUN�VWDXEHQGHQ�3URGXNWHQ�

MBO-T
:LWK�WHOHVFRSLF�WXEHV�IRU�WKH�RSHQ�ORDGLQJ�RI�FRDUVH�EXON�
DQG�ORZ�GXVW�SURGXFWV�

ï� pROvEN AND DURABLE FOR 
THE TOUGHEST CONDITIONS

ï� HIGH LOADING pERFORMANCE

ï� DUST HOOD wITH ENERGy 
BRAKE

ï� MAxIMUM DUST-REDUCTION

ï� UpGRADEABLE wITH FSR 
FLOw-SpEED-RETARDER OR 
CASCADE SySTEM

MBO with loading bellow
MBO-T with telescopic tube system

·
·

Advantages

Perfectly adaptable
7KH�HTXLSPHQW�RI�DQ�0%2�ORDGLQJ�VSRXW�LV�H[WUHPHO\�YD-
ULDEOH��
%HOORZV��LQWHULRU�EHOORZV��LQWHULRU�WHOHVFRSLF�WXEH�RU�ZHDU�
protection cones made from various different materi-
DOV�DQG�FRDWLQJV��GXVW�KRRGV�� LQWHUQDO�DQG�H[WHUQDO�ĆOWHU�
XQLWV��HWF��7KXV��\RX�FDQ�IRUP�DQ�HFRQRPLFDO�DQG�HIĆFLHQW�
ORDGLQJ�V\VWHP�IRU�DQ\�DSSOLFDWLRQ�

·

Low-wearing and economical
Internal components for product guidance as internal 
EHOORZV�RU�ZHDU�SURWHFWLRQ�FRQHV�RU�WHOHVFRSLF�WXEH�PDGH�
IURP�VWDQGDUG�VWHHO��VWDLQOHVV�VWHHO�RU�ZHDU�UHVLVWDQW�VSH-
FLDO� VWHHO� UHGXFH� WKH�ZHDU�� 7RJHWKHU�ZLWK� RWKHU� RSWLRQV�
VXFK� DV� WKH� RSWLRQDO�� VLPSO\� UHSODFHDEOH� DQG� URWDWDEOH�
ZHDU�SURWHFWLRQ�WXEH��WKLV�HQVXUHV�ORQJ�SHULRGV�RI�RSHUD-
WLRQ�DQG�ORZ�RSHUDWLQJ�FRVWV�
'XVW�IUHH�DQG�ĆOWHU�SURWHFWLQJ
7KH�GXVW�GHYHORSPHQW� LV�HIIHFWLYHO\�UHGXFHG�DV�HDUO\�DV�
ZLWKLQ�WKH�FRXUVH�RI�WKH�ORDGLQJ�SURFHVV�WKURXJK�WKH�XVH�
RI�D�VSHFLDO�GXVW�KRRG�ZLWK�ì(QHUJ\�%UDNHê�RU�WKH�)ORZ�
6SHHG�5HWDUGHU�)65��,Q�DGGLWLRQ��D�VSHFLDO�VXSSO\�DLU�V\V-
WHP�RQ�WKH�GXVW�KRRG�HQVXUHV�RSWLPXP�HIĆFLHQF\�IRU�WKH�
H[KDXVWLRQ�HQHUJ\�XVHG�

·

·

Advantages

Various different designs
,QGLYLGXDOO\� DGDSWHG� WR� WKH� UHVSHFWLYH� DSSOLFDWLRQ�� WKH�
WHOHVFRSLF�WXEHV�DUH�PDGH�IURP�VWDQGDUG�VWHHO��VWDLQOHVV�
VWHHO�RU�ZHDU�UHVLVWDQW�VSHFLDO�VWHHO�
Durable quality
$V�ZLWK�DOO�0XKU�ORDGLQJ�V\VWHPV�WKH�0%2�7�LV�DOVR�GLV-
WLQJXLVKHG�E\�LWV�H[WUHPHO\�VROLG�DQG�ZHOO�WKRXJKW�RXW�GH-
VLJQ��)RU�PD[LPXP�GXUDELOLW\�DQG�UHOLDEOH�RSHUDWLRQ�
Individually expandable
:LWK� WKH� KHOS� RI� QXPHURXV� HTXLSPHQW� RSWLRQV�� VXFK� DV�
YDULRXV� GLIIHUHQW� GXVW� KRRGV� RU� FRQWURO� V\VWHP� FRPSR-
QHQWV��WKH�0%2�7�FDQ�EH�LGHDOO\�DGDSWHG�WR�VXLW�\RXU�UH-
TXLUHPHQWV�

·

·

·

Loading of limestone (1000 t/h) in Azerbaijan

Loading of coal on stockpile (1200 t/h, -40°C, ATEX21, l=31m) during 
installation in Spitsbe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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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로딩
트럭, 철도 차량, 컨테이너, 선박, 저장고 등 에서 유용
• 로딩 bellow를 갖춘 MBO 

• 텔레스코픽 튜브 시스템을 갖춘 MBO-T

MBO와 MBO-T로 시행하는 개방 로딩

트럭, 컨테이너, 철도 차량, 선박, 호퍼, 혹은 저장고로 

벌크 상품을 개방 로딩 하는데 적합하다.

개방 로딩은 특히나, 로딩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다. 자갈과 클링커 같은 벌크로 

된 거친 입자 자재들 뿐 아니라 고운 분말 제품들도 믿음
직한 무진 로딩이 가능하다. 로딩 가능 용량 1,000 m³/h 

이상과 로딩 가능 높이 30m 이상 까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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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벽한 적응성
MBO 설비의 배출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수 있다: 

여러 다른 소재로 제작, 코팅된 Bellows, 내관 bellows, 내부 

텔레스코픽 튜브나 마모 방지 콘, 내부와 외부 필터 유닛 등
을 갖추고 있어 어떤 설비에라도 맞게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로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장점

• 경제성과 낮은 마모성 

제품 유도를 위한 내부 부품들, 내부 bellows, 마모 방지 콘,  

혹은 텔레스코픽 튜브는 스탠다드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내마모 특수 스틸로 만들어 졌다. 이와 함께 옵션 중 간단하게 

교체 가능하고 회전 가능한 튜브 같은 옵션은 운용 수명을 늘
리고 적은 비용 운용을 가능케 한다.

• 무진과 필터 보호 

로딩 프로세스 시작 단계 부터 „Energy Brake“ 나 Flow-Speed-

Retarder (FSR) 를 갖추고 있는 특별 분진 후드를 사용함으로써 

분진 발생량은 효과적으로 감소된다. 게다가 분진 후드에 있는 

특수 공기 공급 시스템은 배기 에너지 사용에 최적화된 효율성
을 보장한다.

거친 입자의 벌크와 분진이 적은 제품을 위한 텔레스코픽 튜브 

장착 오픈 로딩.

 

 

 

 

• 여러가지 다른 디자인
각각 다른 설비에 맞추어, 텔레스코픽 튜브는 일반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내마모 특수 스틸로 만들어질 수 

있다. 

• 내구성 있는 품질 

모든 Muhr의 로딩 시스템이 그러하듯 MBO-T도 극강의 

튼튼함과 세심히 계획된 디자인으로 돋보인다. 최대의 내
구성과 안정적 운용을 위함이다.

장점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에서 석탄을 저장고로 로딩 
(1200 t/h, -40°C, ATEX21, l=31m) 하는 모습

배연탈황석고의 로딩 (400 t/h, l=30m)

아제르바이젠에서 석회석 로딩 (1000 t/h)

•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입증된 내구성 

 

• 최고의 로딩 실적 

 

• 에너지 브레이크가 있는 분진 후드 

 

• 최대치의 분진 감소 

 

• FSR (Flow-Speed-Retarder) 혹은  

  케스케이드 방식을 통한 업그레이드

• 개별적 사항 변경 가능 

여러가지 다른 분진 후드나 컨트롤 시스템 등과 같이 다양한 

기계 옵션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특수 요구에 부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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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LOADING
for both open and closed loading

Combined loading with MVS/O and MBG/O
)RU�WKH�GXVW�IUHH��FRPELQHG� ORDGLQJ�RI�EXON�PDWHUL-
DOV��HLWKHU�WR�VLOR�YHKLFOHV�RU�RSHQ�YHKLFOHV�DQG�FRQ-
WDLQHUV�

:LWK�096�2� DQG�0%*�2� \RX� FDQ� ORDG� ERWK� RSHQ�
DQG�FORVHG�ZLWK�WKH�RQH�ORDGLQJ�VSRXW��GHSHQGLQJ�RQ�
\RXU�FKRVHQ�PHDQV�RI�WUDQVSRUW��6LPSOH�DQG�ZLWKRXW�
FRPSURPLVH�(IĆFLHQW�DQG�GXVW�IUHH�

ï� BOTH OpEN AND CLOSED LOA-
DING wITH ONE SySTEM

ï� DUST-FREE

ï� wITH MANUALLy OR AUTO-
OpERATED DUST-HOOD FOR 
EFFICIENT OpERATION

ï� FROM FLATBED vEHICLES TO 
TANK SHIpS

MVS/O & MBG/O
)RU�WKH�FRPELQHG�ORDGLQJ��096�DQG�0%*�ORDGLQJ�QR]]OHV�
DUH�DGGLWLRQDOO\�HTXLSSHG�ZLWK�GXVW�KRRGV��7KH�GXVW�KRRGV�
FDQ�EH�RSHUDWHG�PDQXDOO\�RU�DXWRPDWLFDOO\� ��\RXU�FKRLFH��
)RU�RSHQ�ORDGLQJ��XVH�\RXU�V\VWHP�ZLWK�WKH�GXVW�KRRG�ORZH-
UHG��$QG��IRU�FORVHG�ORDGLQJ�WKH�GXVW�KRRG�LV�VLPSO\�SXOOHG�
XS�

Advantages

Unrestricted advantages
$OO�WKH�DGYDQWDJHV�RI�WKH�FORVHG�DQG�RSHQ�ORDGLQJ�V\VWHPV�
DUH� UHWDLQHG�DQG�XQUHVWULFWHG� LQ� WKH� FRPELQHG�YDULDQWV��
7KXV� \RX� FDQ� ORDG�GXVW�IUHH�� HFRQRPLFDOO\� DQG� VHFXUHO\�
KHUH�WRR�
8QUHVWULFWHG�ćH[LELOLW\
<RX�DOVR�KDYH�DOO�RI�WKH�HTXLSPHQW�RSWLRQV�IRU�WKH�FORVHG�
DQG�RSHQ�ORDGLQJ�V\VWHPV�LQ�WKH�FRPELQHG�YDULDQWV��7KXV�
\RX�KDYH�QRW�RQO\�WKH� IUHH�FKRLFH�RI� WKH�W\SH�RI� ORDGLQJ�
EXW� DOVR� DQ� LQGLYLGXDO� V\VWHP�� WDLORUHG� WR� \RXU� UHTXLUH-
PHQWV�

·

·

MVS/O with pneumatical sealing system and dust hood
MBG/O with loading cone and dust hood

·
·

Loading of cement (250 t/h) on barge or tank ships with pneumati-
cally operated sealing cone

통합 로딩
개방형과 밀폐형 로딩 두가지 모두를 위한
• 공압식 밀봉 시스템과 분진 후드 장착 MVS/O 

• 로딩 콘과 분진 후드 장착 MBG/O

MVS/O 와  MBG/O 를 이용한 통합 로딩

싸이로 차량이나 개방형 차량과 컨테이너로 벌크 자재를 

무진, 통합 로딩 한다. 

 

 

MVS/O와 MBG/O로 교통 수단에 따라, 주어진 한개의 배
출구를 통해 개방, 밀폐 로딩 두가지를 다 할 수 있다. 간단
하고 수준있는 효율성과 무진이 가능하다.

통합 로딩을 위해, MVS와 MBG의 로딩 노즐은 분진 후드
에 추가적으로 설치 되었다. 분진 후드는 선택에 따라 수동
이나 자동으로 운용 가능하다.  

개방형 로딩은 분진 후드를 낮추고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
다. 밀폐형 로딩 때는 분진 후드를 잡아 올리기만 하면 된
다.

장점
• 무제한적인 장점
개방형과 밀폐형 로딩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유지해서 여
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무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역시 무진 로딩, 경제적 사용과 안정성을 갖추었다.

• 무제한적인 유연성

바지선이나 탱크 선박에  공압식 운용 실링 콘으로 시멘트를 

(250 t/h) 로딩 하는 모습 

• 한 시스템에서 가능한 개방형과  

  밀폐형 로딩 

 

• 무진 

 

• 효율적 운용을 위한 수동 혹은  

  자동형 조작 분진 후드 

 

• 평상형 차량 부터 탱크 선박  

  까지 유용 

여러 조합의 통합형에서는 역시 개방형과 밀폐형 시스템에 

있는 모든 설비 옵션을 사용 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가지  

로딩 타입에 관한 옵션이 있는 것 뿐 아니라, 고객 개개인의 

시스템 필요에 맞춤 재단하여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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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E-FREE LOADING

Residue-free Loading
3HUIHFW��UHVLGXH�IUHH�ORDGLQJ�ZLWK�WKH�0XKU�096�7'�
EXON�ORDGLQJ�V\VWHP�ZLWK�VHDODEOH�WHOHVFRSLF�WXEHV�RU�
WKH�0XKU�%66�%HOORZV�6WUHWFK�6\VWHP�

,Q�FHUWDLQ�FDVHV��EXON�PDWHULDO�UHVLGXHV�LQ�ORDGLQJ�GH-
YLFHV�DUH�QRW�ZDQWHG��H�J��IRU�K\JLHQH�UHDVRQV��GXH�WR�
WKH�ULVN�RI�ĆUH�RU�H[SORVLRQ��RU� LQ�WKH�FDVH�RI�D�SUR-
GXFW�FKDQJH��

9LEUDWLQJ�XQLWV�RQ� WKH�QR]]OH�KHDG� IRU� WKH� FOHDQLQJ�
RI�WKH�ORDGLQJ�EHOORZV�DUH�IUHTXHQWO\�LQVXIĆFLHQW�IRU�
WKLV�SXUSRVH��DV�SURGXFW�UHVLGXHV�UHPDLQ�LQ�WKH�IROGV�
RI�WKH�ORDGLQJ�EHOORZV��

:LWK� WKH�0XKU� %66� EHOORZV� VWUHWFK� V\VWHP� RU� WKH�
0XKU�096�7'�WHOHVFRSLF�SLSH�V\VWHP��UHVLGXH�IUHH�
ORDGLQJ�LV�JXDUDQWHHG��5HOLDEOH�DQG�VDIH�

096�7'�%XON�/RDGLQJ�6\VWHP
3DWHQWHG�TXDOLW\�ZLWK�SHUIHFW�HIĆFLHQF\�DQG�VDIHW\
,Q� FRPSDULVRQ� ZLWK� ORDGLQJ� EHOORZV�� KDUGO\� DQ\� SURGXFW�
UHVLGXHV�DUH�DEOH� WR�GHSRVLW�RQ� WKH�VPRRWK� LQQHU�ZDOOV�RI�
WHOHVFRSLF� SLSHV�� 7KH� GLVDGYDQWDJH� RI� FRQYHQWLRQDO� WHOH-
VFRSLF�SLSHV��KRZHYHU�� LV� WKDW�GXVW� LV� DEOH� WR�HVFDSH� IURP�
EHWZHHQ�WKH�LQGLYLGXDO�SLSHV��1RW�ZLWK�WKH�0XKU�096�7'��
7KH�XOWLPDWH�ORDGLQJ�WHOHVFRSH��KLJKO\�ćH[LEOH�DQG�DEVROX-
WHO\�GXVW�IUHH�

%66� %HOORZV�6WUHWFK�6\VWHP� �� 7HQVLRQLQJ� DQG� UHOD-
[LQJ�DW�WKH�VDPH�WLPH
:LWK�WKH�XVH�RI�WKH�0XKU�%66�%HOORZV�6WUHWFK�6\VWHP��WKH�
ZDOOV�RI�WKH�WRS�DQG�ERWWRP�EHOORZV�DUH�DOWHUQDWLYHO\�VWUHW-
FKHG�RU�IROGHG��7KLV�HQVXUHV�WKDW�EXON�JRRGV�UHVLGXH�LV�UHOL-
DEO\�FOHDUHG�RXW�RI�WKH�IROGV�RI�WKH�ORDGLQJ�EHOORZV��'XULQJ�
WKH�VWUHWFKLQJ�DQG�IROGLQJ��WKH�ORDGLQJ�QR]]OH�LV�KHOG�WLJKWO\�
LQ�SODFH�LQ�WKH�WDQN�RSHQLQJ�E\�WKH�SQHXPDWLF�096�VHDOLQJ�
FROODU�VR�WKDW�LW�FDQQRW�EH�OLIWHG�E\�WKH�VWUHWFKLQJ�GHYLFH�

MVS-TD dust-free loading telescope
BSS Bellows-Stretch-System

·
·

Advantages

Guaranteed dust-free
:LWK� WKH�096�7'� WHOHVFRSLF� SLSH� V\VWHP�GHYHORSHG�E\�
0XKU��DIWHU�ORZHULQJ��WKH�LQGLYLGXDO�SLSHV�DUH�FRQQHFWHG�
WR�HDFK�RWKHU���GXVW�WLJKW���ZLWK�SQHXPDWLFDOO\� LQćDWDEOH�
VHDOLQJ�FROODUV��VR�WKDW�LQ�FRPELQDWLRQ�ZLWK�WKH�096�ORD-
GLQJ� QR]]OH� DEVROXWHO\� GXVW�IUHH� ORDGLQJ� LV� JXDUDQWHHG��
)RU� WKH� UHWUDFWLRQ� RI� WKH� ORDGLQJ� WHOHVFRSH�� WKH� VHDOLQJ�
FROODUV�DUH�UHOHDVHG�DJDLQ�DQG�WKH�ORDGLQJ�V\VWHP�FDQ�EH�
PRYHG�LQWR�WKH�ĆQDO�SRVLWLRQ�DERYH�ZLWKRXW�DQ\�SUREOHP�
([WUHPHO\�ćH[LEOH
7KH�KXJH�VHDOLQJ�UDQJH�RI�WKH�FROODU�PHDQV�WKDW�WKH�096�
7'� ORDGLQJ� WHOHVFRSH� LV� YHU\� ćH[LEOH�� VR� WKDW� WKH� WDQN�
DSHUWXUH�GRHV�QRW�QHFHVVDULO\�KDYH�WR�EH�FHQWUDOO\�SRVLWL-
RQHG�XQGHUQHDWK�WKH�ORDGHU�
Variable application
7KH�VHDODEOH�WHOHVFRSLF�SLSHV�FDQ�DOVR�EH�XVHG�LQ�DQ�LQFOL-
QHG�SRVLWLRQ��ZKLFK�PHDQV�WKH\�DUH�DOVR�LGHDOO\�VXLWHG�IRU�
WKH�GXVW�IUHH�FRQQHFWLRQ�RI�VWDWLRQDU\�RXWOHWV�ZLWK�PREL-
OH�ORDGLQJ�V\VWHPV�� �ORDGLQJ�YHKLFOHV��

·

·

·

Loading of milk powder

ï� RESIDUE-FREE

ï� HyGIENIC

ï� DUST-FREE

ï� FLExIBLE

ï� EASy & FAST CLEANING

ï� LOw COSTS FOR OpERA-
TING, MAINTENANCE AND 
SpARE pARTS

잔여물 없는 로딩
• MVS-TD 무진 로딩 텔레스코프 

• BSS Bellows-Stretch-System

잔여물 없는 로딩
밀봉 되는 텔레스코픽 튜브를 갖춘 Muhr의 MVS-TD 벌
크 로딩 시스템이나 Muhr의 BSS Bellows-Stretch-

System으로 완벽한 잔여물 없는 로딩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위생적 이유로나, 화재나 폭발의 위험 때
문에, 혹은 제품 종류를 바꿔 로딩 하기 위해서- 로딩 설
비에 벌크 자재 잔여물이 남으면 안될 때가 있다. 

 

로딩 bellows의 세척을 위해 노즐 헤드의 유닛을 진동 시
키는 것으로 만은, 로딩 bellows의 접히는 부분에 제품 

잔여물이 남기 때문에 전혀 충분하지 않다. 

 

Muhr의 BSS bellows stretch 시스템이나 MVS-TD 텔레
스코픽 파이프 시스템은 잔여물 걱정 없는 로딩을 보장
해 준다. 신뢰성 있고 안전하다.

완벽한 효율성과 안전성을 갖춘 특허된 품질. 

로딩 bellows와 견주어 볼 때, 거의 어떤 제품 잔여물도 텔레
스코픽 파이프의 부드러운 안쪽 벽에 남아 있지 않는다. 그
러나 기존 텔레스코픽 파이프의 단점은 각각의 파이프들 사
이에서 분진이 날릴 수 있다는 것에 반하여, Muhr의 MVS-

TD와는 그렇지 않다. 궁극의 로딩 텔레스코픽 시스템으로, 

높은 유연성과 확실한 무진을 보장한다.

장점
• 보증된 무진 효과

Muhr가 개발한 MVS-TD 텔레스코픽 파이프 시스템을 

아래로 내린 후, 각각의 파이프들은 공압 팽창식 밀봉 이
음부로 방진된 채 서로 연결 돼 MVS 로딩 노즐과의 결합
되어, 완벽한 무진 로딩을 보장한다. 로딩 텔레스코픽관
을 오므리기 위해 밀봉 이음부는 다시 풀어지고, 로딩 시
스템은 아무 문제 없이 위와 같은 마지막 포지션으로 움
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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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변적인 설비
밀봉 가능한 텔레스코픽 파이프는 기울어진 채로도 사용 

될 수 있어, 모바일 로딩 시스템 (=로딩 차량)으로 정거장 

배출구(stationary outlets)의 무진 연결에도 이상적으로 

잘 맞는다.

BSS Bellows-Stretch-System - 수축과 이완을 동시에

Muhr의 BSS Bellows-Stretch-System 의 사용으로, 꼭대기와 

바닥 bellows의 벽은 차례대로 펼쳐지거나 접혀진다.  

이는 벌크 상품 잔여물이 로딩 bellows의 주름에서 확실하게 

제거 되도록 보장한다. 펼쳐지거나 접혀지는 동안, 로딩 노즐
은 공압식 MVS 밀봉 이음부로 탱크 입구에 그대로 단단히 잡
혀 있어서, 펼쳐지는 기기 때문에 들려 틈새가 생기지 않는다.

밀봉 이음부1

무진

텔레스코픽 튜브
부드러운 안쪽면

제품 살포기 EPV  
(옵션)

밀봉 이음부2

무진

보호 케이지가 있는 밀봉 콘 
(옵션)

• 잔여물 없음 

 

• 위생적임 

 

• 무진 

 

• 유연성 

 

• 쉽고 빠른 세척 

 

• 적은 운용비, 유지비, 소모품 비용  

분유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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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MODULES

/LIWLQJ�6\VWHPV
0XKU�EXON�ORDGLQJ�V\VWHPV�FDQ�EH�HTXLSSHG�ZLWK�YDULRXV�
GLIIHUHQW� OLIWLQJ�V\VWHPV�IRU� OLIWLQJ�DQG� ORZHULQJ�WKH� ORD-
GLQJ�QR]]OH�WR�VXLW�WKH�RSHUDWLQJ�FRQGLWLRQV�

0XKU�HOHFWULFDO�FDEOH�ZLQFK
,QOHW�KHDG�DQG�HOHFWULFDO� FDEOH�ZLQFK� IRUP�D� VLQJOH�XQLW��
6ODFN�FDEOH� VZLWFK�� OLIW� OLPLWHUV� DQG� PDLQ� FRPSRQHQWV�
RI� WKH�ZLQFK�XQLW�DUH�FRQWDLQHG� LQ�D�FORVHG�KRXVLQJ��)RU�
SUDFWLFDO�UHDVRQV��DOO�HOHFWULFDO�FRQWURO�HOHPHQWV�DUH�ORFD-
WHG�WRJHWKHU�LQ�D�WHUPLQDO�ER[�RQ�WKH�LQOHW�KHDG�
0DQXDO�FDEOH�ZLQFK
)RU�PDQXDO�RSHUDWLRQ�RI�VPDOOHU�ORDGLQJ�VSRXWV�ZLWK�OHVV�
IUHTXHQW�ORDGLQJ�
0DQXDO�OLIWLQJ���ORZHULQJ
/LIWLQJ�DQG�ORZHULQJ�WKH�ORDGLQJ�VSRXW�E\�KDQG��RSWLRQDOO\�
ZLWK�VXSSRUWLQJ�FRXQWHUZHLJKWV��2QO\�DYDLODEOH�IRU�VPDOO�
ORDGLQJ�VSRXWV�
3QHXPDWLF�OLIWLQJ���ORZHULQJ
/LIWLQJ�DQG�ORZHULQJ�WKH�ORDGLQJ�VSRXW�E\�PHDQV�RI�SQHX-
PDWLF� F\OLQGHUV�� 3DUWLFXODUO\� ZHOO� VXLWHG� WR� ORZ� OLIWLQJ�
KHLJKWV�

·

·

·

·

Lifting Systems
Flexible Part / Loading Bellows Chute-
Sealing Cone
Vibrating Unit

·
·
·
·

Level Indicators
Integrated Filter Unit IF
Immersion System DTS

·
·
·

:LGH�UDQJH�RI�SRVVLELOLWLHV
)URP� VLQJOH� ORDGLQJ� EHOORZV�� WKURXJK� GRXEOH�EHOORZV� GH-
VLJQ�� ZLWK� ZHDU� SURWHFWLRQ� FRQHV� RU� LQWHUQDO� WHOHVFRSLF�
WXEHV�� RU� HYHQ� DV� WHOHVFRSLF� WXEH� DORQH�� ZLWK� RU� ZLWKRXW�
SQHXPDWLF� LQWHUPHGLDWH�VHDOLQJ� �� WKHUH� LV�D�ZLGH�UDQJH�RI�
RSWLRQV�DYDLODEOH�

)OH[LEOH�3DUW���/RDGLQJ�%HOORZV�&KXWH
)OH[LEOH�SDUW�LQ�ćH[LEOH�GHVLJQV�IRU�HIĆFLHQW�VROXWLRQV��0XKU�
ORDGLQJ�VSRXWV�FDQ�EH�HTXLSSHG�ZLWK�YDULRXV�GLIIHUHQW�ćH-
[LEOH�SDUWV�IRU�OLIWLQJ�DQG�ORZHULQJ�WKH�ORDGLQJ�QR]]OH�WR�VXLW�
WKH�RSHUDWLQJ�FRQGLWLRQV�

Optimum adaptation
7RJHWKHU�ZLWK�YDULRXV�GLIIHUHQW�PDWHULDOV�IRU�WKH�EHOORZV��
IURP� 39&� RU� QHRSUHQH�K\SDORQ� FRDWHG� SRO\HVWHU� IDEULF��
WKURXJK� WUDQVSDUHQW� 385� PDWHULDO�� KHDW�UHVLVWDQW� VLOLFR-
QH�JODVV� IDEULF��EHOORZV�PDWHULDO�ZLWK� IRRGVWXIIV�DSSURYDO�
WKURXJK� WR� LQGHVWUXFWLEOH� �PP� WKLFN� UXEEHU� IDEULF� �� LW� LV�
WKHUHIRUH�SRVVLEOH�WR�DGDSW�WR�WKH�UHVSHFWLYH�ORDGLQJ�FRQ-
GLWLR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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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Loading Bellow with Cones
for Wear Protection

Loading Bellow with Telescopic Inside tube Telescopic tube

ï� OpTIMUM ADApTATION TO 
SpECIFIC LOADING SITUATI-
ON

ï� INCREASE OF pERFOR-
MANCE

ï� ALL-INCLUSIvE pACKAGE: 
FROM INTEGRATED FILTER 
TO THE LOADING CONTROL 
UNIT wITHOUT LOSSES AT 
INTERFACESTING, MAINTE-
NANCE AND SpARE pARTS

설비 모듈
• 리프팅 시스템 

• 유연한 부품 / 로딩 Bellows 슈트 

• 밀봉 콘 

• 진동 유닛

리프팅 시스템

Muhr의 벌크 로딩 시스템은 운용 컨디션에 맞춰 로딩 노
즐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여러 다른 리프팅 시스템으로 

장착 될 수 있다.

• Muhr 전기 케이블 윈치식

• 레벨 인디케이터 

• 내부 장착 필터 유닛 IF 

• 집중 시스템 DTS 

흡입구 헤드와 전기 케이블 윈치는 싱글 유닛을 이룬다:  

슬랙 케이블 스위치, 리프트 리미터와 윈치 유닛의 주요 

부품은 하우스로 밀폐 되어 있다. 전기 제어 요소들은  

흡입구 헤드에 있는 터미널 박스에 함께 위치하여 매우  

실용적이다.

• 수동 케이블 윈치식

덜 빈번한 로딩은 작은 로딩 배출구로 수동적 운용을 한
다.

• 수동적 리프팅/로워링
로딩 배출구는 선택적인 보조 균형추를 달고 손으로 올리
거나 내린다. 작은 로딩 배출구만 가능하다.

• 공압식 리프팅/로워링

공압식 실린더에 의해 로딩 배출구가 올라가거나 내려간
다. 특히 낮은 올림 높이에 적용된다.

유연성이 있는 부품 / 로딩 Bellows 슈트

효과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성이 있는 디자인과 부품: 

 Muhr 로딩 배출구는 운용 조건에 맞추어 로딩 노즐을 

올리거나 낮추기 위해 여러 다른 유연성이 있는 부품으
로 장착될 수 있다.

넓은 범위의 가능성

싱글 로딩 bellows 부터, 더블 bellows 디자인까지, 마모 방
지 콘이나 내부 텔레스코픽 튜브와 함께, 또는 텔레스코픽 

튜브 혼자로, 공압식 중간 밀봉 타입 이거나 아닌 타입으로- 

넓은 범위의 옵션이 가능하다.

최적의 적응력

PVC나 코팅한 폴리에스테르 원단 네오프렌/하이파론 부터 

투명한 PUR 소재 까지, 열 저항 실리콘 유리 원단과 식품 사
용 허가 bellows 자재 부터 2mm 두께의 질긴 고무 자재 까
지, Bellows를 위한 여러가지 다른 자재와 함께 하여 각기 

다른 로딩 조건에 맞춤이 가능하다.

로딩 Bellow 더블 로딩 Bellow

마모 방지  콘이 있는  

더블 로딩 Bellow

안쪽 수축 튜브가 있는 

더블 로딩 Bellow

 수축 튜브

마모 방지 콘이 있는   

로딩 Bellow

• 구체적 로딩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적응력 

 

• 향상된 능력 

 

• 모두 포함된 종합 패키지: 

   내부 장착 필터 부터 로딩 제어 유닛 

   까지 인터페이스, 유지와 예비 부품  

   하나 빠지지 않고 전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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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MODULES

Sealing Cone
7KH�VHDOLQJ�FRQH�VHDOV�WKH�RXWOHW�RI�WKH�ORDGLQJ�QR]]OH�DIWHU�
WKH�HQG�RI�WKH�ORDGLQJ�SURFHVV��7KLV�SUHYHQWV�DQ\�SURGXFW�
WKDW�PD\�KDYH�DGKHUHG�WR�WKH�EHOORZV�IDOOLQJ�RXW�ZKHQ�WKH�
ORDGLQJ�QR]]OH�LV�OLIWHG�

9LEUDWLQJ�8QLW
7KH�YLEUDWLQJ�XQLW� LV�ĆWWHG�WR�WKH� ORDGLQJ�QR]]OH�DV�DQ�RS-
WLRQ� DQG� IUHHV� DQ\� EXON� JRRGV� UHVLGXH� IURP� WKH� LQVLGH� RI�
WKH�ORDGLQJ�EHOORZV�DIWHU�WKH�ORDGLQJ�SURFHVV�E\�PHDQV�RI�
YLEUDWLRQ�

/HYHO�,QGLFDWRUV
0XKU� ORDGLQJ� V\VWHPV� FDQ� EH� HTXLSSHG�ZLWK� D� YDULHW\� RI�
GLIIHUHQW�OHYHO�LQGLFDWRUV��5RWDU\�EODGH�LQGLFDWRUV��YLEUDWL-
RQ�SUREHV��FDSDFLWLYH�VHQVRUV��XOWUDVRQLF�VHQVRUV��SQHXPD-
WLF�VHQVRUV�DQG�EXON�PDWHULDO�PRWLRQ�GHWHFWRUV�����

,QWHJUDWHG�)LOWHU�8QLW�,)
2IWHQ� LW� LV�QRW�SRVVLEOH�RU�HFRQRPLFDO� WR� FRQQHFW� ORDGLQJ�
HTXLSPHQW�WR�H[LVWLQJ�H[WUDFWLRQ�V\VWHPV��
,Q�VXFK�FDVHV�WKH�0XKU�ORDGLQJ�V\VWHPV�ZLWK�LQWHJUDWHG�ĆO-
WHU�XQLW�,)�DUH�WKH�LGHDO�DQG�HFRQRPLFDO�VROXWLRQ�

Compact & space-saving
:LWK�WKH�0XKU�ORDGLQJ�V\VWHPV�ZLWK�LQWHJUDWHG�ĆOWHU�XQLW�
,)�DQG�SQHXPDWLF�ĆOWHU�FOHDQLQJ��WKH�LQOHW�KHDG��ĆOWHU��FRP-
SUHVVHG�DLU�WDQN��FOHDQLQJ�YDOYH�DQG�FOHDQLQJ�FRQWURO�IRUP�D�
FRPSDFW�DQG�VSDFH�VDYLQJ�XQLW�

4XLFN�	�VLPSOH�WR�LQVWDOO
0XKU�ORDGLQJ�V\VWHPV�ZLWK�LQWHJUDWHG�ĆOWHU�XQLW�DUH�TXLFN�
DQG�VLPSOH�WR�LQVWDOO�WKDQNV�WR�WKH�FRPSDFW�GHVLJQ�

0XKU� ORDGLQJ� V\VWHPV� FDQ� EH� HTXLSSHG�ZLWK� D� OHYHO� LQGL-
FDWRU� WKURXJK� D� VSHFLDOO\� GHYHORSHG� V\VWHP��ZKRVH�PHD-
VXUHPHQW�VHQVRUV�FDQ�EH�DUUDQJHG�DERYH�WKH�VHDOLQJ�FRQH�
UDWKHU�WKDQ�EHORZ�DV�ZRXOG�EH�WKH�FDVH�ZLWK�FRQYHQWLRQDO�
V\VWHPV��7KLV�HQDEOHV�WKH�WULJJHU�SRLQW�IRU�WKH�PD[��ĆOO�OHYHO�
WR�EH� VHW� VLJQLĆFDQWO\�KLJKHU�� WKXV� VLJQLĆFDQWO\� LQFUHDVLQJ�
WKH�ĆOO�KHLJKW�LQ�WKH�WDQN�DQG�DOVR�WKH�XVDEOH�YROXPH��6HFX-
UH�DQG�HIĆFLHQW�

5HGXFH�ĆOWHU�FRVWV
$�IXUWKHU�DGYDQWDJH�FRPSDUHG�WR�H[WHUQDO�ĆOWHU�V\VWHPV��
3URGXFW� WKDW� IDOOV�RII� WKH�ĆOWHU�GURSV� VDIHO\�EDFN� LQWR� WKH�
ORDGLQJ�ćRZ�DV�WKH�ĆOWHU� LV� ORFDWHG�GLUHFWO\� LQVLGH�WKH�ORD-
GLQJ�EHOORZV�RI�WKH�ORDGLQJ�V\VWHP���FRVW�HIIHFWLYH�DQG�VDIH�

+LJK�H[WUDFWLRQ�SHUIRUPDQFH
0XKU�LQWHJUDWHG�ĆOWHU�XQLWV�,)�DUH�DYDLODEOH�ZLWK�ĆOWHU�DUHDV�
RI�����P��WR�����P��DQG�HQDEOH�DQ�H[WUDFWLRQ�SHUIRUPDQFH�
RI� XS� WR��������P��K��9HUVLRQV�ZLWK� WXEH�ĆOWHUV� DUH� DOVR�
DYDLODEOH�IRU�SURGXFWV�WKDW�DUH�GLIĆFXOW�WR�ĆOWHU�

'76�LPPHUVLRQ�V\VWHP�IRU�VHJUHJDWLRQ�IUHH�ORDGLQJ�
:LWK� FRQYHQWLRQDO� ORDGLQJ�� HVSHFLDOO\� RI� SURGXFW� EOHQGV�
ZKRVH� FRPSRQHQWV� H[KLELW� FRQVLGHUDEOH� GLIIHUHQFHV� LQ�
WHUPV�RI�VSHFLĆF�ZHLJKW�DQG�JUDLQ�VL]H��SURGXFW�VHJUHJDWL-
RQ�FDQ�RFFXU�GXH�WR�DLU�VHSDUDWLRQ��HVSHFLDOO\�DIWHU�WKH�SUR-
GXFW�KDV�HPHUJHG�IURP�WKH�ORDGLQJ�QR]]OH�

:LWK�0XKU�ORDGLQJ�VSRXWV�ZLWK�WKH�'76�LPPHUVLRQ�V\VWHP��
WKLV�HIIHFW�LV�DYRLGHG�
:LWK�WKH�0XKU�'76�LPPHUVLRQ�V\VWHP��WKH�WXEH�W\SH�SUR-
GXFW�JXLGH�XQLW�GURSV�WKURXJK�WKH�ORDGLQJ�QR]]OH�GRZQ�WR�
WKH� EDVH� RI� WKH� WDQN�� 'XULQJ� ORDGLQJ�� WKH� SURGXFW� JXLGH�
XQLW� LV� OLIWHG� DERYH� WKH� ĆOO� OHYHO� LQGLFDWRU� LQ� OLQH�ZLWK� WKH�
GXPSLQJ�FRQH�WKDW� LV�GHYHORSLQJ�� ,Q�WKLV�ZD\��WKH�SURGXFW�
JXLGH�XQLW�DOZD\V�FRQFHQWUDWHV�WKH�SURGXFW�ćRZ�HLWKHU�WR�
WKH�EDVH�RI�WKH�WDQN�RU�WR�WKH�WRS�RI�WKH�GXPSLQJ�FRQH��7KH�
FRQFHQWUDWLRQ�PHDQV� WKH�ZLQG� VHSDUDWLRQ� HIIHFW� DQG� WKH�
VHJUHJDWLRQ�RI�WKH�SURGXFW�DUH�ERWK�SUHYHQWHG�

Lifting Systems
Flexible Part / Loading Bellows Chute-
Sealing Cone
Vibrating Unit

·
·
·
·

Level Indicators
Integrated Filter Unit IF
Immersion System DTS

·
·
·

ï� IMpROvEMENT OF wOR-
KING ENvIRONMENT AND 
SAFETy AT wORK

ï� HIGH RELIABILITy AND 
FUNCTIONALITy

ï� MINIMIzATION OF OpERA-
TING AND LIFE CyCLE COSTS

ï�   FOR USE IN HAzAR  
  DOUS  AREAS

설비 모듈
• 리프팅 시스템 

• 유연한 부품 / 로딩 Bellows 슈트 

• 밀봉 콘 

• 진동 유닛

밀봉 콘

로딩 프로세스가 다 끝난 후, 로딩 노즐의 배출구를 밀봉 

콘이 밀봉한다. 이는 로딩 노즐이 들려 올려질 때, 

bellows에 들러 붙었을 지도 모를 제품이 빠지는 것을 막
는다.

• 레벨 인디케이터 

• 내부 장착 필터 유닛 IF 

• 집중 시스템 DTS 

진동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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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표시판

Muhr의 로딩 시스템은 여러 다양한 다른 레벨 표시판이 

장착 될 수 있다 : 회전 날 계기판, 진동 탐색기, 용량 센
서, 초음파 센서, 공압식 센서와 벌크 자재 모션 탐지기...  

 

 

Muhr의 로딩 시스템은 측정 시스템이 기존 처럼 아래에 

있던 것과 달리 특수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밀봉 콘 위로 

장착 될 수 있다. 이는 최대 허용 레벨을 상당히 높이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탱크 안 채움 높이와 사용 가능
량을 현저히 늘린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내부 장착 필터 유닛 IF

보통 로딩 설비를 기존 흡기 시스템에 연결 하는 것은 불가능
하거나 경제적이 아닐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Muhr의 내부 장착 필터 유닛 IF가 있는 로딩 시스템
은 이상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이다.

컴팩트 사이즈로 공간 절약

내부 장착 필터 유닛 IF와 공압식 필터 세척, 흡입구 헤드, 

필터. 압축 공기 탱크, 세척 밸브와 세척 제어판이 있는  

Muhr 로딩 시스템은 컴팩트 하고 공간 절약 유닛을 만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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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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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흡인력
Muhr의 내부 장착 필터 유닛 IF는 크기 3.5 m2 에서 120 m2 

까지와 흡인력 12,000 m3/h 까지 가능하다. 필터링이 어려운 

제품을 위해서도 튜브 필터가 장착된 버전으로도 가능하다.

분리 없는 로딩을 위한 DTS 집중 시스템 

기존 로딩 방식으로는, 제품이 구체적인 무게와 곡물 사이
즈에 따라 상당히 다른 구성물들로  혼합 되어, 특히 로딩 

노즐로 부터 제품이 나온 후 공기 분리로 인한 제품 구분이 

일어날 수 있다. 

 

Muhr의 DTS 집중 시스템이 장착된 로딩 배출구는 이런  

문제를 없애준다. 

Muhr DTS 집중 시스템은 튜브 타입 제품 가이드 유닛이  

로딩 노즐을 통해 탱크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한다. 로딩 중
에,  제품 가이드 유닛은 위로 올라 오는 덤핑 콘과 함께  

일렬로 있는 주입 레벨 표시 위로 들어 올려진다. 이 방법
은 언제나 제품 가이드 유닛이 제품 흐름을 탱크의 바닥이
나 덤핑 콘으로 모으게 한다. 여기서 '모은다' 는  공기 분리 

효과와 제품의 분할 두가지를 다 방지 한다는 뜻이다.

작업 환경과 안전의 개선 

높은 신뢰성과 기능성

최소 비용의  운용과 라이프  

사이클

위험 지역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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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ED TANK FILLING

Optimized Tank Filling
8S�WR�����LQFUHDVH�LQ�ĆOOLQJ�ZLWK�0XKU�(3��(39�DQG�
339�SURGXFW�VSUHDGHU�V\VWHPV�

$OO�FORVHG�0XKU�ORDGLQJ�VSRXWV�FDQ�EH�HTXLSSHG�ZLWK�
SURGXFW� VSUHDGLQJ� V\VWHPV�� 7KH� SURGXFW� VSUHDGHU�
LGHDOO\�ĆOOV�WKH�HPSW\�VSDFHV�LQ�WKH�WDQN��ZKLFK�ZRXOG�
QRUPDOO\�DULVH�GXH�WR�WKH�QDWXUDO�PDWHULDO�FRQH��ZLWK�
SURGXFW��7KLV�UHVXOWV�LQ�DQ�LQFUHDVH�LQ�ĆOO� OHYHO�RI�XS�
WR������7KLV�HQDEOHV�HQRUPRXV�FRVW�VDYLQJV�GXULQJ�
WUDQVSRUWDWLRQ�� ZKHUHE\� D� SURGXFW� VSUHDGHU� FDQ�
DPRUWL]H�LWV�FRVWV�DIWHU�D�YHU\�VKRUW�SHULRG�RI�XVH�

(3�	�(39�3URGXFW�6SUHDGHU
:LWK�VSUHDGLQJ�ZLQJV�DQG�RSWLRQDOO\�ZLWK�SDWHQWHG�FORVXUH�
V\VWHP�� (39��

7KH�SURGXFW�LV�VSUHDG�RXWZDUGV�LQ�D�UDGLDO�GLUHFWLRQ�WR�WKH�
ćRZ�RI�WKH�EXON�PDWHULDO�ZLWK�D�VSUHDGLQJ�ZLQJ�ZKLFK�LV�SR-
VLWLRQHG�MXVW�XQGHU�WKH�RXWOHW�RI�WKH�ORDGLQJ�QR]]OH�GXULQJ�
WKH�ORDGLQJ��

:LWK�V\VWHP�(39��D�VSHFLDO�VHDOLQJ�FRQH�FORVHV�WKH�ORDGLQJ�
QR]]OH�DW�WKH�HQG�RI�WKH�ORDGLQJ�SURFHVV��7KLV�HQVXUHV�WKDW�
QR�SURGXFW�IDOOV�IURP�WKH�ORDGLQJ�VSRXW�ZKLOVW�LW�LV�EHLQJ�OLI-
WHG��

7KH�SURGXFW�VSUHDGHU�FDQ�DOVR�EH�XVHG�DV�D�OHYHO�LQGLFDWRU�
DW�WKH�VDPH�WLPH�WKDQNV�WR�DQ�RSWLRQDO�FRQWURO�V\VWHP��
Many advantages - one system!

339�3URGXFW�6SUHDGHU
:LWK�WKH�0XKU�339�SQHXPDWLF�SURGXFW�VSUHDGHU��DLU�QR]]-
OHV� SRVLWLRQHG� RQ� WKH� VHDOLQJ� FRQH� RI� WKH� ORDGLQJ� QR]]OH�
EORZ�WKH�SURGXFW�RXWZDUGV�DQG�LQ�D�UDGLDO�GLUHFWLRQ�WR�WKH�
ćRZ�RI�EXON�PDWHULDO��'XH�WR�WKH�SULQFLSOH�RI�RSHUDWLRQ��WKLV�
V\VWHP�LV�SDUWLFXODUO\�ZHOO�VXLWHG�WR�SRZGHU\�EXON�PDWHUL-
DOV�

EP / EPV electric product spreader
PPV pneumatic product spreader

·
·

ï� MINIMUM TRANSpORT COSTS 

DUE TO MAxIMUM USE OF TANK 

CApACITy

ï� EFFICIENT LOADING By SAvING 

vEHICLE CONvERSIONS

 

ï� CONTROL UNIT wITH INTEGRATED 

LEvEL SENSING

ï� wITH pATENTED SEALING SySTEM 

AT LOADING HEAD

최적 탱크 주입
• EP / EPV 전기식 제품 스프레더 

• PPV 공압식 제품 스프레더

최적 탱크 주입
Muhr의 EP, EPV와 PPV 제품 스프레더 시스템은 주입량
을 30% 까지 증가 시킨다. 

 

Muhr의 모든 밀폐 로딩 주입구에는 제품 스프레더 시스
템이 장착될 수 있다. 제품 스프레더는, 제품이 보통 원추
형으로 자연스레 쌓이면서 생기는 탱크 안의 빈 공간을 이
상적으로 채워준다. 이 결과 30% 까지 더 주입 가능하다. 

덕분에 운송 중 생기는 막대한 비용을, 매우 짧은 기간의 

사용으로도, 제품 스프레더가 상환하여 절감 할 수 있게 

한다.

EP & EPV 제품 스프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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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장점을 단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추게 된다.

PPV 제품 스프레더

Muhr PPV 공압식 제품 스프레더는 로딩 노즐의 밀봉 콘
에 공기 노즐이 있어 제품을 밖으로, 또 방사형으로 벌크 

자재의 흐름까지 불어준다. 이런 작동 원리 때문에, 특히 

가루형 벌크 자재에 잘 맞는다.

탱크 용량의 최대 사용으로 

최소의 운송 비용

효율적 로딩으로 차량 운송 
횟수를 줄인다.

내부 장착 센서가 있는 컨트롤 
유닛

로딩 헤드의 특허 밀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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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 vEHICLES
pNEUMATIC DOCKING 
DEvICES pAv
0D[LPXP�)OH[LELOLW\�å�ZLWK�0XKU�/RDGLQJ�9HKLFOHV-
)RU�ćH[LEOH�SRVLWLRQLQJ�RI�ORDGLQJ�VSRXWV�DERYH�WDQN�RSH-
QLQJV�RU�XQGHUQHDWK�VLOR�RXWOHWV�

'HSHQGLQJ�RQ�WKH�WDVN�DW�KDQG��WKUHH�GLIIHUHQW�V\VWHPV�DUH�
XVHG��7KH�0XKU�ĆOOLQJ���SRVLWLRQLQJ��RU�GLVFKDUJLQJ�ORDGLQJ�
YHKLFOHV��7KH�ULJKW�VROXWLRQ�IRU�HYHU\�VLWXDWLRQ�

)LOOLQJ�/RDGLQJ�9HKLFOHV
)RU�ĆOOLQJ�VLOR�WUXFNV�� WDQNHUV�DQG�FRQWDLQHUV�ZLWK�VHYHUDO�
DSHUWXUHV�RU�RSHQ�YHKLFOHV��ZKHQ�WKH�WUDQVSRUW�YHKLFOH� LV�
QRW�WR�EH�PRYHG�GXULQJ�ORDGLQJ�

,GHDO�LI�WKH�YHKLFOH�LV�SRVLWLRQHG�RQ�D�ZHLJK�EULGJH��RU�ZKHQ�
ORQJ�WUDLQV�DUH�EHLQJ�ĆOOHG��,Q�WKHVH�FDVHV��QR�GLVSODFHPHQW�
IURP�RQH� DSHUWXUH� WR� WKH�QH[W� LV� UHTXLUHG�� EXW� RQO\� IURP�
UDLOFDU�WR�UDLOFDU�

7UDYHO�SDWKV�RI�XS�WR����P�DQG�RYHU�DUH�SRVVLEOH��,I�UHTXL-
UHG�� WKH�V\VWHP�FDQ�DOVR�EH�GHVLJQHG� WR�PRYH� LQ�D� ODWHUDO�
GLUHFWLRQ�

3RVLWLRQLQJ�/RDGLQJ�9HKLFOHV
)RU� SUHFLVLRQ� SRVLWLRQLQJ� RI� ORDGLQJ� VSRXWV� DERYH� D� WDQN�
RSHQLQJ��'HSHQGLQJ�RQ� WKH�GHVLJQ�� WKH� ORDGLQJ� VSRXW� FDQ�
EH�SRVLWLRQHG�HLWKHU�LQ�D�ORQJLWXGLQDO�RU�D�ORQJLWXGLQDO�DQG�
ODWHUDO�SRVLWLRQ�UHODWLYH�WR�WKH�FRQWDLQHU�D[LV��
7KH�WUDYHO�SDWKV�JHQHUDOO\�WRWDO�XS�WR�������PP�LQ�WKH�ORQ-
JLWXGLQDO�D[LV�DQG�XS�WR�����PP�LQ�WKH�ODWHUDO�D[LV�

'LVFKDUJLQJ�/RDGLQJ�9HKLFOHV
:LWK�DQ�LQWHJUDWHG�GRFNLQJ�GHYLFH�IRU�GLVFKDUJLQJ�VHYHUDO�
VLORV�ZLWK�RQH�ORDGLQJ�V\VWHP�
7R� GR� VR�� WKH� ORDGLQJ� YHKLFOH� LQLWLDOO\� DSSURDFKHV� RQH� RI�
WKH�VLOR�DSHUWXUHV��$IWHU�WKH�GXVW�SURRI�GRFNLQJ�RQ�WKH�VLOR�
DSHUWXUH� E\�PHDQV� RI� WKH� LQWHJUDWHG� GRFNLQJ� GHYLFH� DQG�
WKH�GRFNLQJ�RI�WKH�ORDGLQJ�VSRXW�RQ�WKH�WDQN�RI�WKH�WUDQV-
SRUW�YHKLFOH��WKH�ORDGLQJ�SURFHGXUH�FDQ�EH�VWDUWHG�
7KH�WUDYHO�SDWK�DQG�QXPEHU�RI�VLORV�WR�EH�HPSWLHG�FDQ�EH�
IUHHO\�VHOHFWHG�

3$9�3QHXPDWLF�'RFNLQJ�'HYLFH
3QHXPDWLF�GRFNLQJ�GHYLFHV�DUH�HPSOR\HG�IRU�GXVW�IUHH�ĆO-
OLQJ�RI�FRQWDLQHUV��EDUUHOV��PL[LQJ�DQG�ZHLJKLQJ�FRQWDLQHUV�

7KLV� DOVR� HQVXUHV� D� GXVW�IUHH� FRQQHFWLRQ� RI�PRYLQJ� XQLWV�
ZLWK�VWDWLRQDU\�XQLWV��VXFK�DV�PRELOH�GLVFKDUJH�RU�FRQYH\-
RU� V\VWHPV�ZLWK� VLOR�RXWOHWV�� VLOR� YHKLFOH�RXWOHWV�ZLWK� VWD-
WLRQDU\�H[WUDFWLRQ�V\VWHPV��PL[HU�RXWOHWV�ZLWK�VWDWLRQDU\�
H[WUDFWLRQ�V\VWHPV�RU�WUDQVSRUWDWLRQ�FRQWDLQHUV�DQG�PXFK�
PRUH�

3$9�'RFNLQJ�'HYLFHV�DUH�DYDLODEOH� LQ�DOO�VKDSHV�DQG�VL]HV�
DQG�DUH�LQGLYLGXDOO\�PDQXIDFWXUHG�LQ�DFFRUGDQFH�ZLWK�FXV-
WRPHU�UHTXLUHPHQWV��7KH\�FDQ�DOVR�EH�H[SDQGHG�ZLWK�QX-
PHURXV�HTXLSPHQW�PRGXOHV� ï� MAxIMUM FLExIBILITy  

IN x, y AND z-DIRECTION 

ï� pERFECT CONNECTION OF 

DISCHARGE UNIT AND TRANS-

pORT vEHICLE 

ï� DUST-FREE FILLING, EMpTy-

ING AND BULK HANDLING

Telescopic Loading Vehicle TVM 
(exhibition model)

로딩 차량
공압식 도킹 

디바이스 PAV

최대 유연성 - Muhr의 로딩 차량과 함께

탱크 입구 위나 싸이로 배출구 아래에 로딩 주입구 위치
를 유연하게 한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 세가지 다른 시스템이 쓰인다: 

Muhr만의 로딩 차량의 주입, 로딩 차량의 위치 잡기, 로
딩 차량과의 분리. 모든 상황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
시한다.

로딩 차량의 주입

싸이로 트럭, 선박과 몇몇의 입구가 있는 컨테이너, 혹은 개
방 차량 등, 운송 수단이 로딩 중 움직이지 않는 경우, 주입
에 탁월하다. 

 

차량이 계량대 위에 위치 하거나 긴 열차에 주입 할 때 이상
적이다. 이런 경우, 한 입구에서 다음 입구로 이동 할 필요 

없이 차량에서 차량으로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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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딩 차량의 위치 선정

탱크 입구 위의 주입구 위치 선정에 정확성을 기한다. 디자
인에 따라서, 로딩 주입구는 종방향 또는 종방향과 측방향 

둘 다로 컨테이너 축에 비례하여 위치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00mm 까지 종방향 좌표로, 200mm 까지 

측방향 좌표의 이동 거리를 가진다.

로딩 차량과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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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V 공압식 도킹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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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모바일 배출기나 컨베이어와 고정된 추출 시스템이 

있는 싸이로 배출구와 싸이로 차량 배출구 시스템, 고정된 

추출 시스템이나 운송 컨테이너 등 과 같이 많은 움직이는 

유닛과 고정된 유닛들의 무진 연결을 역시 확실히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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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와 Z 모든 방향으로의 

최대 유연성 

배출 유닛과 운송 차량의 완벽한 

연결

무진 충진, 배출과 벌크 처리

수축 로딩 차량 TVM 
(전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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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T RAILCAR-
AND TRUCK-LOADING

7KH�VPDUW�ZD\�RI�%XON�+DQGOLQJ
3ODQQLQJ�RU�UHYLVLRQ�RI�D�EXON�ORDGLQJ�IDFLOLW\�IRU�WKH�UDLOFDU�
DQG�WUXFN�ORDGLQJ�LV�LQLWLDOO\�DQ�LQYHVWPHQW��$Q�LQYHVWPHQW�
ZLWK�WKH�REMHFWLYH�WR�JDLQ�PD[LPXP�EHQHĆW�RI�WKH�DYDLODEOH�
FRQGLWLRQV�

0XKU�GHYHORSV�DQ�RSWLPL]HG�RYHUDOO�FRQFHSW�IRU�\RXU�LQGL-
YLGXDO�GHPDQG��)URP�D�VLQJOH�ORDGLQJ�VSRXW�SRVLWLRQHU�WR�D�
IXOO\�DXWRPDWLF�ORDGLQJ�IDFLOLW\�

:KHWKHU� JUDQXOHV�� SHOOHWV�� SRZGHU� RU� JUDYHO� SURGXFWV� ��
0XKU�ORDGLQJ�IDFLOLWLHV�RSWLPL]H�\RXU�UDLOFDU�DQG�WUXFN�ORD-
GLQJ�ZLWK�UHJDUG�WR

,QWHOOLJHQW�ORDGLQJ�IDFLOLWLHV�IURP�D�VLQJOH�VRXUFH��2SWLPDO�FRQĆJXUDWLRQ�RI�DOO�FRPSR-
nents. Perfect integration. Maximum use of resources.

minimal loading time
PD[LPXP�ĆOOLQJ�OHYHO��ZLWK�SURGXFW�VSUHDGHU�V\VWHP�
PLQLPDO�PDQSRZHU�UHTXLUHPHQW
PD[LPXP�ćH[LELOLW\��FRPELQDEOH�ZLWK�PDQ\�DGGLWLRQDO�RS-
WLRQV��VXFK�DV�ZHLJKLQJ�GHYLFHV�

·
·
·
·

BEnEFIT FROM 50 YEARS OF EXPE-

RIEnCE In PLAnnInG AnD IMPLE-

MEnTATIOn OF PROjECTS AROUnD 

ThE WORLD!

효율적 궤도차와
트럭 로딩
단일 공급자에 의한 지능적인 로딩 설비. 모든 부품의 최적 배치. 완벽한 일체 장치. 자재의 최대치 활용.

벌크 처리의 지능적 방법

궤도차와 트럭 로딩을 위한 벌크 로딩 설비의 계획과 검토는 

일차적으로 투자이다. 이는 유효한 조건의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목표가 있는 투자이다.   

 

Muhr는 고객 각각의 요구를 충족 시키는 총체적인 최적의 컨
셉을 개발한다:  단일 로딩 주입구 포지셔너 부터 완전한 자동
화 로딩 설비 까지. 

 

과립이든지, 펠렛, 가루분 혹은 자갈 제품이든지, Muhr 로딩 

설비는 고객의 궤도차와 트럭 로딩을 다음과 같이 최적화 시킨
다 : 

 

• 최소 로딩 시간 

• 최대 주입 레벨 (제품 스프레더 시스템으로) 

• 최소 인력 필요 

• 최대 유연성 (계량 디바이스 같은 많은 추가적 옵션과 결합)

5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여러 프로젝트
를 계획하고 실행해 온 노련한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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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LOADING-wEIGHING SySTEMS

Mobile Loading-Weighing Systems
'RFNLQJ� ��ZHLJKLQJ� ��PHWHULQJ� �� ORDGLQJ� LQ�RQH� V\V-
WHP��0RELOH�IURP�RXWOHW�WR�RXWOHW�

)RU�JUDYLPHWULF�PHWHULQJ�RI�EXON�JRRGV�LQ�WUDQVSRUW�
YHKLFOHV� DQG� FRQWDLQHUV� IURP� PXOWLSOH� VLOR� FHOOV� RU�
SURGXFW�IHHGV�

EqUIpMENT OpTIONS

ï� PDQXDOO\�PDQRHXYUDEOH
ï� SRVLWLRQDEOH�E\�IRUN�OLIW��SXOO��RU�SXVKLQJ�GHYLFH
ï� VHOI�GULYLQJ�E\�LWV�RZQ�GULYH�LQFOXGLQJ�IXOO\�DXWR-

PDWLF�SRVLWLRQLQJ�ZKHQ�RSHUDWLQJ�RQ�UDLOV
ï� cover lifting device
ï� LQWHJUDWHG�ĆOWHU�XQLW
ï� sampler

$OVR�DYDLODEOH�DV�PRELOH�ORDGLQJ�V\VWHP�09�ZLWKRXW�
ZHLJKLQJ�XQLW�

MWV (with docking device, cap lifter, 
VDPSOHU�DQG�ĆOWHU�XQLW�IRU�GHGXVWLQJ��
for loading of plastic pellets from 44 silos

Advantages

/RDGLQJ�SHUIRUPDQFH�XS�WR�����P��K
2YHUORDGLQJ�WKH�WUDQVSRUW�YHKLFOH�LPSRVVLEOH
3DUWLDO�TXDQWLW\�ORDGLQJ�LQ�PXOWL�FHOO
transport containers or per customer stipulations

·
·
·
·

Loading station below MWV-levelFilter unit

0:9�0RELOH�:HLJKLQJ�/RDGLQJ�6\VWHP
7KH�PRELOH�0XKU�0:9�ZHLJKLQJ�ORDGLQJ�V\VWHP�FRPSUL-
VHV�D�SQHXPDWLF�GRFNLQJ�GHYLFH��D�ZHLJKLQJ�DQG�PHWHULQJ�
V\VWHP��D�ORDGLQJ�V\VWHP�DQG�D�PRELOH�FKDVVLV�

7KH�0:9�PRELOH� ZHLJKLQJ�ORDGLQJ� V\VWHP� LV� SRVLWLRQHG�
XQGHUQHDWK�DQ�RXWOHW�RSHQLQJ��7KHQ�D�GXVW�IUHH�FRQQHFWLRQ�
LV�HVWDEOLVKHG�ERWK�YLD�WKH�GRFNLQJ�XQLW�WR�WKH�RXWOHW�RSH-
QLQJ�DQG�DOVR�YLD�WKH�ORDGLQJ�V\VWHP�WR�WKH�WUDQVSRUWDWLRQ�
YHKLFOH��1RZ�WKH�GHVLUHG�ZHLJKW�FDQ�EH�PHWHUHG��GXVW�IUHH�
LQWR�WKH�WUDQVSRUW�YHKLFOH�

모바일
로딩-계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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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피드나 여러 싸이로 셀에서 온 운송 차량과 컨테이너 안 

벌크 상품의 중량 측정

MWV 모바일 계량-로딩 시스템

설비 옵션 

 

Muhr의 MWV 모바일 계량-로딩 시스템은 공압식 도킹 디바
이스, 중량계, 미터링 시스템, 로딩 시스템과 모바일 섀시로 

구성된다. 

 

MWV 모바일 계량-로딩 시스템은 배출 입구의 하부에 위치
한다. 그에 맞춰 무진 연결이 설치되어, 도킹 유닛을 통해 배
출 입구가 무진 연결 되고, 또 로딩 시스템을 통해 운송 차량
에 무진 연결 된다. 현재 원하는 무게로 측정되어, 무진으로 

운송 차량에 적재 될 수 있다.

• 쉬운 수동 조작 

• 포크 리프트, pull/ pushing 디바이스로 위치 선정  

  가능 

• 레일 위에서 조작 때 자가 작동으로 완전한 자동 포지 

  셔닝 가능 

• 커버 리프팅 디바이스 

• 내부장착 필터 유닛 

• 샘플러 

 

계량 유닛 없이도 모바일 로딩 시스템 MV가 가능하다.

44 싸이로에서 부터 플라스틱 펠렛의 로딩을 위한 

MWV (탈진을 위한 도킹 디바이스, 캡 리프팅, 샘
플러, 필터 유닛)

고정 벨로 MWV-레벨 로딩

  장점
  • 로딩 능력 300m3/h 까지  

  • 운송 차량 오버 로딩 불가능 

  • 멀티 셀에서 부분만도 로딩 가능 

  •운송 컨테이너나 고객 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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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N�/RDGLQJ�6\VWHPV

� � 5DLOFDU�'XPSLQJ�6\VWHPV

� � &RQWDLQHU�0L[HU

� � 7UDVK�5DFN�&OHDQLQJ�6\VWHPV

� � &RROLQJ��DQG�3URFHVVLQJ�:DWHU�([WUDFWLRQ

� � )LVK�3URWHFWLRQ�7HFKQRO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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