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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완전 자동) 고정식 블록 생산 기계  

새롭게 설계된 기계 모델-1500은 현대적인 최첨단의 고성능 

블록생산 기계입니다 

Zenith 1500은 새로 개발된 다양한 생산 옵션으로 원하는 조

경 제품,포장용 제품블록 

및 벽돌 경계석 호안블록 그 외 여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

니다 

Zenith 1500은 높은 품질의 생산성 외에도 유지 보수가 적고 

생산 공정을 보장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새로 설계를 하여 만든 

최신형 모델 기계 1500 입니다 

모든 소모 부품은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쉽게 교체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진동 테이블 모터 프레임 사이드 부품은 나사 조임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이 기계는 고객의 생산 조건에 쉽게 적응

할수 있게 만든 유일한 기계입니다 

몰드 교체를 쉽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치와 다양한 색상 혼

합기 및 스탬프 클리닝 

장비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며 또한 이 시스템은 기계 운영자에

게 최적의 시스템 작동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제어 및 진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Zenith사는 65년간 오직 블록기계만 만들어서 전세계에 기계

를 공급한 회사입니다 

또한 이시스템은 혁신적인 콘추럴 및 기계 사용자를 포괄적으

로 안내하는 진단 시스템과 

작동 및 항상 효율적인 생산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Siemens 제어 및 콘추럴 시스템을 사용하며 

Siemens는 글로벌 플레이어

이며,보장밭는 제어 시스템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세계에  빠른 

부품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기술.PROFINET 및 인터넷으로 네트워크화 된 시스

템의 도움으로 모든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인터넷 원격 유지 보수를 통해 전세계 

서비스와 우리회사에 자격있는 기술자가 귀하를 언제든지 도

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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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제품 생산 기계 1500은 혁신적인 서보-압축 진동 시스템이며, 초동

적인 고품질 진동 시스템은 매우 높은 압축과 극단적 인 특징이 있습니다,최

고의 품질로 매우 빠르고 강하게 효율적으로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진동 시

스템입니다 

이 진동 시스템은 매우 유리한 대용량 구성 요소에 진동 전과 진동 사이에서 

제조되는 특히 고품질의 콘크리트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서보 압축 진동 시

스템입니다

진동모터 크로스 빔은 진동 테이블과 프레임 측면 부품을 볼트식 구조로 인

하여 제품

생산 조건에 맞춘 유일한 기계입니다

기계 사용자는 편안한 자세로 기계 작동 적응을 쉽게 할수 있게 만들어진 기

계입니다  

골재 투입기는 최적화된 성능으로 설계를 하여 빠른 속도로 골재를 몰드에 넣

어주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최적의 초점은 빠른 속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

으며 1차 골재 투입기 통과후 면 처리 골재 투입기 통을 교체할 수 있게 만들

어졌다 

골재 투입기 틀은 스크레이퍼 프레임의 내부 조절이 가능하게 설계를 하였으

며 골재 투입기 스크레이퍼 프레임은 고무 완충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유

연성을 갖고 골재투입에 매우 효율적이게 만들어져 있다 

유일하게 이차 투입기 고정 장치의 새로운 전기는 시장에서 독보적이며 이 효

율적인 

전기 솔루션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계베이스 파트로 연결합니다.

이 효율적인 전기 솔루션을 사용하면 기본 부품과 2차 투입 장치를 빠르고 

안전하게 

완전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2 투입 장치는 성형이 가능하고 신속하고 짧은 시간에 몰드 교체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유지 보수 시간에 중요한 이점을 갖게 됩니다 

직관적인 시각화 개념을 통해 기계 작동을 쉽게 학습하고 기계 운영자가 시간

을 많이 소비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적의 조정을 선택하는 새로운 진단 설

계 지원을 보장합니다.

최신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전

체 데이터를 사용 할수 있는 완벽한 플랜트 네트워크로 인해 모든 정보를 기

록평가 및 저장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볼수있는 장점  



레이아웃

예를 든 (생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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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생산 바이다 크기                    

(표준)바이다 크기 1.400 x 1.100 mm

여러 치수 바이다로 생산가능                

장비

제품 생산 높이 (최고)  500 mm

제품 생산 높이 (최하)    50 mm

제품 높이 (Optional)(최하)  30 mm

1차 콘크리트 사이로 

용량 2.500 l

면처리(콘크리트) 사이로                

용량 2.500 l

컬러 색상 생산을 위해 다른 사일로 실행 가능

전체 높이 최대 4.700 mm

기계 무게

추가 장치 및 모양 약 36.000 kg

기계 치수

전체 기계 길이 8.500 mm

기계의 전체 높이 (이송)  3.800 mm

기계 전체 넓이  3.300 mm

기계 데이터 / 전원 공급 장치

압축 시스템                            

Ultra-Dynamic 진동기 - 진동테이블 1개                     
주파수 및 진폭 제어 (최대 원심력)  175 kN

2 개의 상 진동기 (최대 원심력) 35 kN

유압

운반  속도 (전채)               540 l/min.

작동 압력                      160 bar

전기 

추가 장비와 연결된 전력 소비(표준)  160 kW

콘추럴 박스 Siemens S7-1500, TIA 포털 

터치 패널을 통한 (사용자 조작으로)

기술 데이터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수
있으며 장비와 생산에 따른 예는 광학적인 차이가 있으며 안내서상의 그림과 
실제 기계 실행 사이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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