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heet
CWL-L
CWL 시리즈의 자동 중량 컨베이어는 물류 업계의 요구 사항에 맞게 특별히 설계되
었습니다. 고속 또는 고중량의 경우에도 측정 가능한 중량 컨베이어는 정확한 중량
측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모델과 옵션으로 개별 솔루션을 설계하십시오.

추가 정보
다양한 솔루션과
옵션을 갖춘 고성
능 제품

제품 설명
CWL-L은 귀사의 소팅 애플리케이션 인피드 라인이나 택배 배송 시스템 같은 내부 물류 컨베
이어 시스템에 쉽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Bizerba 소프트웨어 구성 도구를 이용하여 효율적
으로 구성하고 설정값을 변경하여, 최대 3.1m/s의 높은 속도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
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60kg의 중량 측정 범위 안에서 충전물의 양, 개별 무게, 완
성도 및 품질을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CWL-L은 모듈형 컨셉과 다양한 옵션이 있어 고객의 개별 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Bizerba 중량 터미널 iS30-L, iS50-L, WM-L과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으며, Bizerba 라벨러, 스
캐너, 부피 측정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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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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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1m/s의 높은 속도
조작 시작/정지
다양한 높이 및 너비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한 이동 롤러 높이 조정
Bizerba 중량 터미널 iS30-L, iS50-L, WM-L과 유연한 결합 가능
Bizerba 라벨러, 스캐너, 부피 측정 장치로 모듈식 확장 가능
유지관리가 쉬운 디자인: 간편한 벨트 및 톱니벨트 교체
높은 보호등급: IP54
다양한 인터페이스 옵션과 다이얼로그
구성 가능한 프로그램 과정: 완성도 검사 및 시운전 제어
외부 PLC 제어 없이도 가능한 합계 산출 및 프린트 출력
도량형 인증: OIML, GUS, NTEP,요구 시 추가

CWL-L

최대 20°의 기울기로 설치

옵션
반대 방향 작동
‒ 신호 램프 및 경적
‒ 광학 또는 릴레이를 통한 퍼텐셜 프리 입력/출력
‒ 전원 공급 장치 24V DC, 1A
‒ 주파수 변환기
‒ 예비 부품 키트
‒ 범용 브라켓
‒ AND8 플러그인 커넥터 모터 버전
‒ 빛 가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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