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 피스톤 에어 모터

ARMAK Ltd
영국 ATEX 에어 모터 제조사

Armak Ltd는 2007년 Krisch-Dienst GmbH와 The Water Hydraulics Co. Ltd의 조인트 벤
처로 설립되었습니다. Armak Ltd는 영국 East Yorkshire의 Hull에 위치한 시설에서 에어,
가스, 증기 모터를 설계, 제조, 조립 및 테스트합니다.
Armak Ltd는 현재 2kW에서 16kW 급의 에어 모터와 2kW에서 30kW 급의 가스 모터와 특
허를 획득한 증기 모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터 제품군은 특허를 획득한 밸브 및
제어 시스템과 함께 공급되어 어떤 환경에서나 정확한 제어와 운전이 가능합니다. 에어
모터는 해양 굴착 산업이나 광산업과 같이 폭발 위험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ATEX Directive 94/4/EC를 준수하여 공급됩니다.
Armak Ltd 엔지니어들은 30년 넘게 단일 공급원에서 전체 드라이브 솔루션을 공급해왔습
니다. 모든 제품은 고객의 정확한 조건에 따르고 전세계 법률을 준수하여 국제적으로 공
급됩니다.

기어 피스톤 에어 모터
최신 에어 모터 기술…
Armak Ltd는 지속적으로 기어 피스톤 모터의 무접촉 로터리 피스톤 설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컴팩트하게 설계된 이 모터는 수명이 길고 운영 비용 및 유지 보
수 비용은 낮습니다. Armak 모터 제품군은 광범위한 용도에 이용될 수 있으며 RM 래
디얼 피스톤 모터를 대체하여 더 높은 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크는 한 동력 피스톤에서 발생되며 두 번째 무접촉 회전 피스톤을 이용하여 정밀하
게 동기화된 기어 트레인을 통해 출력 샤프트로 전달됩니다. 두 피스톤 모두 물리적
접촉 없이 회전하여 마찰이 거의 없으며 토크 효율성은 98%를 초과합니다. 이를 통
해 오랫동안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도 비가동 시간 없이 작동이 가능합니다. 브리더
홀이 없이 완전히 밀폐된 모터 하우징은 습한 환경이나 오염이 심한 환경에서도 모터
내부의 부식을 걱정할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Armak의 빌딩 블록 설계를 통해 각각의 적용 기준에 맞는 단순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원격, 레버, 응급 정지 기능이 포함된 제어 밸브는 모두 손쉽게 이용 가능한 옵션에 해
당하며 업계 표준형 브레이크와 기어, 사일런서 역시 이용 가능합니다.

신기술 특징…
・고속에서도 언제나 무진동 작동

・ 벨트나 체인 드라이브를 위한 키 및 키웨이 샤프트와 브레이크
마운팅을 갖춘 모터 AGP-F-제품군

・ 무접촉 회전 피스톤으로 수명은 늘리고 유지보수 작업은 줄임.
・ 완전히 폐쇄된 모터 케이싱으로 내부 부식 방지. 내부 오일
섬프를 이용할 필요가 없음.

・ 내부 스플라인 출력부와 플렉서블 드라이브 옵션을 갖춘 모터
AGP-V-범위

・ 설치가 자유로운 컴팩트한 설계.

・기어박스나 다른 장비의 인라인 직접 마운팅을 위한 연장 장치

・ 샤프트에 수직이나 수평으로 어떤 방향으로나 설치하여 구성
가능.

・ 응급 비상 차단 밸브와 같이 Armak 레버나 원격 제어 밸브를
이용하여 무한 변동이 가능한 제어장치

・ 가용 속도 범위 75 rpm, 높은 시작 토크
・ 표준 기어박스 입력을 위해 IEC B5에 따른 메트릭 플랜지 구성
요청 시 펌프 마운팅을 위한 SAE 플랜지.

・ ATEX II cat. 2 GDcT5가 표준이며, ATEX I M2 공급 가능,
ATEX 작동 파라미터에 따라 유효함.

・ 뛰어난 베어링과 밀폐 구조로 유지보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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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모터

제어

액세서리

위 모터는 모두 IEC B5 플랜지 전기 모터 마운팅 구성에 따라 제조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업계 표준
트랜스미션 장치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모터 인터페이스 제품군을 통해 Globe 래디얼 피스톤 모터와도 완전한 교환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 참조)

가스/증기 모터
광발전 시스템의 목적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태양열 시스템(수집기 또는 미러)은 열을 생산
합니다. 연소 모터를 이용한 CPH는 열과 전기를 모두 생산합니다. ORC 시스템은 폐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성능이 입증된 기술이며 터빈을 발전기 드라이브로 이용하고 총 출력은 보통 MW 범위
입니다. 전기 출력 범위가 3 ~ 30 kW에 해당하는 ORC 시스템은 현재 드뭅니다. 이 전력 범위에서
터빈을 이용하는 것은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다른 발전기 드라이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Armak
제품은 이 출력 범위에 이상적입니다.
Armak 모터 제품군의 열 공급원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드라이브 전력 범위인 100 ~ 500
kW의 열병합발전소 연소 엔진을 예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엔진의 효율성은 40% 미만입니다. 나
머지 에너지는 배기 가스와 냉각수로 버려집니다. 이러한 에너지까지 전력으로 변환할 수 있다면
큰 이득이 됩니다.
Armak 가스 모터는 150°C 미만의 온도에서 최대 15 bar의 압력으로 비부식 기체 매개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세부 사항과 제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찰이 거의 없는 토크 생성 모터 부품을 이용하여 수명이 길고 유지보수 필요가 적음.
– 완전히 밀폐된 모터 케이싱
– 컴팩트한 설계와 자유로운 설치
– 자기 결합과 함께 공급 가능
– 메트릭 플랜지 + 샤프트

가스/증기 모터

주요 용도
윈치
맨 라이더
광산
혼합 및 페인트 믹서 등
백업 드라이브
유압 파워 팩 드라이브
ORC– 발전기 드라이브
Atex 드라이브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