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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TA 그룹의 이념

NITTA 그룹의 이념체계

사명

Going ahead with you
NITTA는 미래로 이끄는 제품으로 세상을 앞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가치관

열의 Passion
진취 Innovation
성실 Integrity
경의 Respect

닛타는 중장기 경영 계획 (V2020)에서 내 건  

「글로벌 NO.1 파트너」의 실현을 위해 

글로벌 전개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V2020의 Phase2를 추진함에 있어서, 해외에도 확대하는 닛타 그룹 전사

의 상징으로 새로운 그룹 로고를 제정했습니다.

행동지침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유연한 발상과 좋은 제품으로 미래를 개척한다.
한결같이 노력하여 고객의 기대를 초월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글로벌 사회와 환경에 공헌한다.

 NITTA 그룹 로고

1885년, 닛타는 일본 오사카에서 창업했습니다.

「일본에 없는 것을 우리 손으로」라는 창업자의 정신은

역사 속에서 계승되어 닛타 사업의 이념이 되고 있습니다.

Invention & Innovation.

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고객 및 공급 업체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획득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미션.

닛타는 세계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코포레이트 심볼

이해관계자

닛타의 모든 사업활동·사회공헌

행동 지침

가치관

사명



자동차건설・토목 

엔진에는 고무재질의 타이밍 벨트 등이,  

연료배관에는 수지 튜브가, 또한 특수  

차량의 유압시스템에는 수지 호스가  

채용 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

자동차 벨트·텐셔너

교량용의 신축장치는 도쿄의 레인보우 브릿지 

등 다수의 다리 건설에 채용. 보수 멘테넌스용  

지수재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부터 건물 및 다리를 보호하는 면진 

장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적층 고무체 입니다.

익스펜션 조인트

인쇄·제본 분야에서의 반송, 택배물의  

배송구분, 공항 터미널에서의 수화물용 

벨트 커브 컨베어 등의 분야에서 채용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유통관리 

과정에는 RFID Tag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신문반송 커브 컨베어

FA・자동화・ 
생력화

산업 로봇의 다기능화에 툴 체인

저, 움직임의 유연성을 업시키는 

자이로·스위벌,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트랜스퍼 머신용 고무 

와이퍼 등, 폭넓은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ATC

환경・에너지

에어 필터는 대형 복합 시설에

서의 공기정화 시스템에 채용 

되고 있습니다. 가스 흡착제는 

유해 가스를 제거하고 공기 환경

을 개선, 또한 산업기계의 고효율 

가동에 전동용 벨트 제품이 채용

되고 있습니다.

에밀렌트(에어 필터)

식품・건강

위생이 중요한 식품업계에서

는, 수지 컨베어벨트 및 위생

검사 키트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공헌합니다. 의료용에

는 교합접촉센서 제품도 호평

입니다.

수지 컨베어벨트

반도체・액정・ 
전자부품

크린룸에는 고성능 필터 및 파티클 

카운터 등이 크린 환경유지에 사용 

되고 있으며, 반도체·전자부품의 

제조·가공분야에서는, 크린 튜브 

·조인트 및 감온성 점착시트가,  

생산성 향상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케미핏 조인트

차량용 연료 배관 부품지수재 물류센터 자이로·스위벌 시리즈 가스 흡착제 신속 위생 검사 키트 파티클 카운터

수지 호스면진재 물류 RFID Tag 고무 와이퍼 폴리 벨트 T Scan Ⅲ 인텔리머 테이프

NITTA 그룹 제품 소개



고성능·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전동·반송용 벨트
벨트 제품 

일본 최초의 전동용 가죽벨트로부터 시작된 벨트 제품은, 일본의 메이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닛타의 뿌리 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수많은  

기계속에서 닛타의 전동용 벨트, 반송용 벨트는 여러 장면에서 활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확실하게, 힘과 물건을 전달

하는 고성능 벨트, 고부가가치 벨트 등, 사회의 니즈에 부응하는 제품을 제공 함으로써, 닛타가 가진 기술력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 몰드 성형품이므로, 정밀전동·반송에 최적   ▶ ATM, 금융단말기, 자동개찰기 등에서 높은 사용실적과 신뢰성

SEB TM (Super Endless Belt™) SEB TM를 사용한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SEB TM를 사용한 자동개찰기

정밀 전동·반송용 심레스 벨트 SEB TM

▶ 고속, 고부하 전동에 의한 각종 산업기계의 성능향상    ▶ 각종 산업기계의 전동, 반송분야에서 활동   

PolyBelt TM PolyBelt TM를 사용한 지공기 PolyBelt TM를 사용한 지관기계

전동용 벨트 PolyBelt TM

▶ 접착제가 필요없으므로, 간단하고 빠르게 시공이 가능    ▶ 전동과 반송의 폭넓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

PolySprint TM를 적용한 탄젠셜 벨트PolySprint TM PolySprint TM를 사용한 우편기

간이 엔드레스 벨트 PolySprint TM

▶ 풍부한 라인업은 어떠한 반송니즈에도 대응    ▶ 식품반송라인의 안전성   

NLG TM (New Light Grip™) NLG TM를 사용한 식품반송 NLG TM를 적용한 물류센터

반송용 벨트 NLG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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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연결부가 없는 벨트 (Seamless belt)
몰드를 이용한 일체 성형가공. 연결부가 없는 벨트로써 치수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우수한 회전 정밀도

벨트연결부가 없고 피치라인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뛰어난 회전 정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小풀리경에서도 사용가능

벨트의 두께가 얇고, 유연성, 내굴곡성, 내마모성이 우수하므로 小풀리를 
사용하는 정밀전동, 반송기기에 있어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고,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우수한 내유(oil)성·내약품성

일부의 약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품에 대해서 우수한 내성을 가지고 
있으며, 광범위의 전동, 반송조건에 적합합니다.

우수한 내환경성

내한성, 내열성, 내오존성 등에 뛰어나고, 환경조건에 강하여 광범위한 
용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지보수의 편의

장력보존특성이 뛰어나서 벨트의 재설치 등, 장기간에 걸친 보수관리의  
수고가 덜어집니다.

풍부한 종류

표면재, 심체, 구성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벨트 타입의 선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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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 TM의 우수한 성능과 특징을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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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송
용

맞물림 반송

금융단말장치·동전 반송
N-SMV1    N-LBU
N-SMV2

환전기
N-SMV1    G15-SBU
N-SMV2

티켓발매기
N-SMV1    G15-SBU
N-SMV2

자동 개찰기
F100-LBU   F50-LBU
F50-SBU

일반 반송

카드 반송 G15-LBU    G30-LBU

반도체 반송 A-OBA

화물 상자 반송 F50-SBC

자동 오락기 A-PB

내열 반송

레이저 빔 프린터 H50-LIF   

지폐 감별기 H50-LIF   

고마찰 반송

폴더 글루어 (피더부) A-NR    A-WN

우편기 (피더부) A-NR

전
동
용

고속 전동

일반 산업기계
[각종 FAN, BLOWER]

B-PB    D-PB

공작기계
[내면연삭반·머시닝센터·밀링·자동선반]

A-PB    B-PB    D-PB

목공기계 A-PB    B-PB    D-PB

섬유기계
[연신가연기·공기정방기·직기]

A-PB    B-PB

저부하 전동 OA기기 F50-SBU    F100-SBU

미세토크 정밀 전동 카드리더 구동
G15-SBU    G30-SBU
G15-SBC2

■ 벨트 타입에 따른 고무의 특성 일람

내크랙성 내마모성 내유성 내오존성 내열성 대전방지

N-SMV1.V2 ⊙ ⊙ ⊙ ⊙ ▲ ⊙

N-LBU ⊙ ⊙ ⊙ ⊙ ▲ ◯

G15, G30 -BU ⊙ ⊙ ⊙ ⊙ ▲ ◯

F50 -BC ⊙ ◯ ◯ ⊙ ◯ ⊙

F100 -B   ◯~▲ ⊙ ⊙ ▲ ▲~◯ ⊙

H50 ◯ ▲ ⊙ ⊙ ⊙ ×

XA, A, B, D - PB ◯~▲ ⊙ ⊙ ▲ ▲~◯ ⊙

A - PC ⊙ ◯ ◯ ⊙ ◯ ⊙

A - OBA ◯~▲ ⊙ ⊙ ▲ ▲~◯ ⊙

A - OCA ⊙ ◯ ◯ ⊙ ◯ ⊙

B - PSS ◯~▲ ⊙ ⊙ ▲ ▲~◯ ⊙

GS - OC ⊙ ◯ ◯ ⊙ ◯ ⊙

GL - OC ⊙ ◯ ◯ ⊙ ◯ ×

A - NR(반송면 고마찰) × ▲ × × × ◯

A - WN(반송면 고마찰) × ▲ × × × ×

벨트타입
물성항목

※1

※1

■ 특징 ■ 특징

지폐류 등, 벨트끼리 맞물림 반송을 하는 경우

• 텐션멤버인 심체가 함침면측에 있으므로, 벨트속도와 매체속도의 차이가 

적다.

• 상대하는 벨트의 심체위치가 가까우므로, 굴곡이 많은 레이아웃에서도 

벨트간의 속도 차이가 적다.

•   게다가 속도의 차가 적으므로, 벨트간의 연동저항(벨트 자체가 맞물림 

레이아웃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하)도 적다. 그리고 반송물에 이물이 잘 

묻어나지 않으며, 소비전력을 적게 한다.

카드(단단한 물체)등, 벨트끼리 맞물림 반송을 하는 경우

• 카드의 모서리(풀리위, 반입, 반출시)에 벨트가 부딪힐 경우 텐션멤버인 

심체에의 데미지를 표면고무가 흡수 한다.

■ 벨트의 표시방법

<표시예>

시리즈 벨트 구성 벨트 폭 (mm) 벨트 내주장 (mm) 벨트 두께 (mm)
[표준사양에서는 생략 가능]

-

    

×G15 SBU 15W 300L 0.65T×

※1 피더벨트로써는 적합합니다.       ⊙ 대단히 우수함       ◯ 우수함       ▲ 사용조건에 따라 검토가 필요함       × 떨어짐

N (G15·G30·F50·F100) –S     타입

함침면 (매체면)

심체

연마면 (풀리면)

| 벨트단면 |

N (G15·G30·F50·F100) –L     타입

연마면 (매체면)

심체

광택면 (풀리면)

| 벨트단면 |

주 용도별 사용예 벨트의 구성과 특성SEB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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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제작 

가능 폭

(mm)

표준 

두께

(mm)

심체 타입 고무 재질
표면 

형상

풀리면

형상

중량

(g/cm x m)

파단강도

(N/mm폭)

표준

신장율

(%)

표준 신장시의 

안정시 축하중

(N/mm폭)

SE-N-SMV1 8~200 0.65
폴리에스텔
심리스 편포

(니트)

미러블 우레탄 함침면 연마면 8 6.86 5.0 0.88

SE-N-SMV2 8~200 0.65 미러블 우레탄 함침면 연마면 8 9.31 5.0 1.18

SE-N-LBU 8~200 1.0 미러블 우레탄 연마면 광택면 12 11.8 5.0 0.98

SE-G15-SBU 3~200 0.65

폴리에스텔
심리스 직포

미러블 우레탄 함침면 연마면 6.5 8.83 2.0 1.47

SE-G15-LBU 3~200 1.0 미러블 우레탄 연마면 광택면 10 8.83 2.0 1.47

SE-G15-SBC1 3~200 0.43 클로로프렌 고무 평활면 광택면 4.5 8.83 2.0 1.47

SE-G15-SBC2 3~200 0.6 클로로프렌 고무 함침면 연마면 6 8.83 2.0 1.47

SE-G15-LBC 3~200 1.0 클로로프렌 고무 연마면 광택면 10 8.83 2.0 1.47

SE-G15-SB 3~200 0.65 니트릴 고무 함침면 연마면 6.5 8.83 2.0 1.47

SE-G15-LB 3~200 1.0 니트릴 고무 연마면 광택면 10 8.83 2.0 1.47

SE-G30-SBU 3~200 0.8 미러블 우레탄 함침면 연마면 8 17.7 2.0 2.94

SE-G30-LBU 3~200 1.0 미러블 우레탄 연마면 광택면 10 17.7 2.0 2.94

SE-G30-SBC1 3~200 0.5 클로로프렌 고무 평활면 광택면 5 17.7 2.0 2.94

SE-G30-SBC2 3~200 0.6 클로로프렌 고무 함침면 연마면 6 17.7 2.0 2.94

SE-G30-LBC 3~200 1.0 클로로프렌 고무 연마면 광택면 10 17.7 2.0 2.94

SE-F50-SBU 5~200 0.8 미러블 우레탄 함침면 연마면 8 24.5 2.0 4.9

SE-F50-LBU 5~200 1.0 미러블 우레탄 연마면 광택면 10 24.5 2.0 4.9

SE-F50-SBC2 5~200 0.8 클로로프렌 고무 함침면 연마면 8 24.5 2.0 4.9

SE-F50-LBC 5~200 1.0 클로로프렌 고무 연마면 광택면 10 24.5 2.0 4.9

SE-F50-SB 5~200 0.8 니트릴 고무 함침면 연마면 8 24.5 2.0 4.9

SE-F50-LB 5~200 1.0 니트릴 고무 연마면 광택면 10 24.5 2.0 4.9

SE-F100-SBU 5~200 0.8 미러블 우레탄 함침면 연마면 8 39.2 2.0 7.84

SE-F100-LBU 5~200 1.0 미러블 우레탄 연마면 광택면 10 39.2 2.0 7.84

SE-F100-SBC2 5~200 0.8 클로로프렌 고무 함침면 연마면 8 39.2 2.0 7.84

SE-F100-LBC 5~200 1.0 클로로프렌 고무 연마면 광택면 10 39.2 2.0 7.84

SE-F100-SB 5~200 0.8 니트릴 고무 함침면 연마면 8 39.2 2.0 7.84

SE-F100-LB 5~200 1.0 니트릴 고무 연마면 광택면 10 39.2 2.0 7.84

SE-XA-PB 5~400 1.1

폴리에스텔  
코드

니트릴 고무 광택면 연마면 12 29.4 1.0 7.35

SE-A-PB 5~400 1.2 니트릴 고무 광택면 연마면 14 58.8 1.0 14.7

SE-A-OBA 5~400 1.2 니트릴 고무 함침면 연마면 14 58.8 1.0 14.7

SE-A-PC 5~400 1.2 클로로프렌 고무 광택면 연마면 14 58.8 1.0 14.7

SE-A-NR 7~400 3.0~8.0 청색 천연고무 연마면 광택면 102 58.8 0.5 7.35

SE-A-WN 7~400 3.0~8.0 청색 천연고무 연마면 광택면 102 58.8 0.5 7.35

SE-B-PB 5~400 1.4 니트릴 고무 광택면 연마면 16 118 1.0 29.4

SE-D-PB 5~400 1.7 니트릴 고무 광택면 연마면 20 235 1.0 58.8

SE-GS-OC 5~400 0.75 글래스 코드 클로로프렌 고무 함침면 함침면 10 167 0.3 14.7

SE-H50-LIF 5~200 1.0 내열 
심리스 직포

백색 불소 고무 연마면 광택면 19 24.5 2.0 4.9

SE-H50-SIF 5~200 0.7 백색 불소 고무 연마면 직포면 11 16.7 2.0 4.9

마찰계수 최소 

풀리경

(mm)

사용 온도 

범위(℃)
특징 용도

표면 배면(풀리면)

0.3~0.6 (대 지폐류) 0.4~0.8 (대 SUS) Ø8 -20~+60
종이류의 맞물림 반송용 벨트

신축성이 풍부하여 복잡한 레이아웃에서도 
설치가 용이한 고정밀도 반송용 벨트

금융단말장치 
티켓발매기 등  
종이류의 맞물림 반송

0.3~0.6 (대 지폐류) 0.4~0.8 (대 SUS) Ø8 -20~+60

0.4~0.8 (대 SUS) 0.5~1.0 (대 SUS) Ø10 -20~+60

0.3~0.6 (대 SUS) 0.4~0.8 (대 SUS) Ø6 -20~+60

반송 및 경부하 전동용 벨트

폴리에스텔 소재의 얇은 심리스직포가 심체로 
사용되어 반송·경부하 전동에 사용되는 벨트

금융단말장치 
복사기 소터 
미세토크 정밀전동 

OA기기 구동 등

0.4~0.8 (대 SUS) 0.5~1.0 (대 SUS) Ø10 -20~+60

0.4~0.9 (대 SUS) 0.4~0.9 (대 SUS) Ø5 -20~+80

0.3~0.6 (대 SUS) 0.4~0.8 (대 SUS) Ø6 -20~+80

0.4~0.8 (대 SUS) 0.5~1.0 (대 SUS) Ø10 -20~+80

0.3~0.6 (대 SUS) 0.4~0.8 (대 SUS) Ø8 -20~+80

0.4~0.8 (대 SUS) 0.5~1.0 (대 SUS) Ø15 -20~+80

0.3~0.6 (대 SUS) 0.4~0.8 (대 SUS) Ø8 -20~+60

0.4~0.8 (대 SUS) 0.5~1.0 (대 SUS) Ø10 -20~+60

0.4~0.9 (대 SUS) 0.4~0.9 (대 SUS) Ø5 -20~+80

0.3~0.6 (대 SUS) 0.4~0.8 (대 SUS) Ø6 -20~+80

0.4~0.8 (대 SUS) 0.5~1.0 (대 SUS) Ø10 -20~+80

0.3~0.6 (대 SUS) 0.4~0.8 (대 SUS) Ø10 -20~+60

반송 및 중부하 전동용 벨트

폴리에스텔 소재의 심리스직포가 심체로 사용
되어 반송·전동용에 사용되는 벨트

OA기기 구동 
티켓발매기 
금융단말장치 등

0.4~0.8 (대 SUS) 0.5~1.0 (대 SUS) Ø15 -20~+60

0.3~0.6 (대 SUS) 0.4~0.8 (대 SUS) Ø10 -20~+80

0.4~0.8 (대 SUS) 0.5~1.0 (대 SUS) Ø15 -20~+80

0.3~0.6 (대 SUS) 0.4~0.8 (대 SUS) Ø15 -20~+80

0.4~0.8 (대 SUS) 0.5~1.0 (대 SUS) Ø20 -20~+80

0.3~0.6 (대 SUS) 0.4~0.8 (대 SUS) Ø10 -20~+60

0.4~0.8 (대 SUS) 0.5~1.0 (대 SUS) Ø15 -20~+60

0.3~0.6 (대 SUS) 0.4~0.8 (대 SUS) Ø10 -20~+80

0.4~0.8 (대 SUS) 0.5~1.0 (대 SUS) Ø15 -20~+80

0.3~0.6 (대 SUS) 0.4~0.8 (대 SUS) Ø15 -20~+80

0.4~0.8 (대 SUS) 0.5~1.0 (대 SUS) Ø20 -20~+80

0.2~0.4 (대 SUS) 0.4~0.8 (대 SUS) Ø15 -20~+80

중부하 전동용 벨트

텐션 멤버에 코드를 사용한,  
주로 중부하 전동에 사용되는 벨트

저토크 고속전동 
연신가연기 
피더벨트 등

0.2~0.4 (대 SUS) 0.4~0.8 (대 SUS) Ø15 -20~+80

0.1~0.3 (대 SUS) 0.4~0.8 (대 SUS) Ø15 -20~+80

0.2~0.4 (대 SUS) 0.4~0.8 (대 SUS) Ø15 -20~+80

1.5 (대 골판지) - Ø80 -20~+60

2.0 (대 골판지) - Ø80 -20~+60

0.2~0.4 (대 SUS) 0.4~0.8 (대 SUS) Ø25 -20~+80
고부하 전동용 벨트

텐션 멤버에 코드를 사용한,  
주로 고부하 전동에 사용되는 벨트

연마기 
내면
연삭반 
공업용 
청소기 등

0.2~0.4 (대 SUS) 0.4~0.8 (대 SUS) Ø35 -20~+80

0.1~0.3 (대 SUS) 0.1~0.3 (대 SUS) Ø20 -20~+80

 0.4~0.8 (대 SUS) 0.5~1.0 (대 SUS) Ø15 -20~+200 고온환경하에서의 반송 및 경부하 전동용 벨트

내열성이 뛰어난 고무, 심리스 직포를 사용하여서 내열
환경에서의 반송·경부하 전동에 사용되는 타입의 벨트

은염 감광지 반송 
고온 맞물림 반송 등0.4~0.8 (대 SUS) 0.3~0.6 (대 SUS) Ø15 -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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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벨트 구성의 선정

구성기호 주 특성 및 용도

첫 기호가 “S” 인 제품(SB, SBC, SBU 등) 종이류 등을 벨트끼리 맞물려서 반송하는 용도 등

첫 기호가 “L” 인 제품(LB, LBC, LBU 등) 카드 (단단한 것)등을 벨트끼리 맞물려서 반송하는 용도

첫 기호가 “P” 인 제품(PB, PC 등) 고정밀 전동용도

끝 기호가 “A” 인 제품(OBA, OCA 등) 고정밀 전동용도이고 대전방지가 필요한 용도

PSS 벨트의 양면으로 구동이 필요한 용도

OC 유리섬유 코드를 심체로 사용하여 늘어남이 극도로 적은 벨트

NR, WN 배면측에 높은 마찰계수가 필요할 때 사용되는 용도

*최종적으로는, P. 7, P. 8의 사용용도와 고무의 물성등을 고려해서 벨트타입과 구성을 결정합니다.

평풀리는 V벨트와는 다르게 벨트가 풀리의 표면을 주행하게 되므로, 벨트의 폭방향에는 그 움직임을 제어 할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풀리의 중앙부의 직경을 양측보다 크게하는 크라운이라고 불리는 가공을 하게 됩니다.

크라운 가공을 하게 되면, 풀리의 직경차로 인해서, 회전하고 있는 풀리의 표면에서는 속도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풀리 중앙부의 직경이 크면, 

양측으로부터 벨트의 속도가 빠른 중앙부로 치우치려는 힘에 의해서 벨트가 풀리의 중앙부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원인

으로 인해 벨트와 풀리에 슬립이 발생했을 경우, 속도차가 생기지 않게 되므로, 크라운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아 벨트는 풀리에서 이탈되게 

됩니다. 풀리의 크라운은 통상, 표면을 원호형태로 가공합니다. (폭이 넓은 경우에는 대형(台形)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라운의 곡율반경은 작을 수록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곡율반경이 작을수록 벨트의 응력분포에 무리가 생겨, 벨트 수명이 짧아지거나, 

전달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풀리의 크라운형상은, 벨트 타입, 벨트 폭, 용도에 맞춰서 적절한 형상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 평풀리 

비고 

전동, 광폭 반송용의 크라운 높이 일람표 및 종이류의 맞물림 반송용의 곡율반경은, 실적 및 실험을 통해서 구한 수치로써 규정은 하고있지는 않으므로, 

참고치로써만 사용 바랍니다. 종이류의 맞물림 반송용의 풀리 형상의 경우, 풀리폭이 넓어지면 (50mm이상) 곡율반경이 너무 작어지는 관계로 벨트가  

풀리를 따라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폐사에 상담 바랍니다.) 

풀리는 내마모성이 있는 것으로 벨트 주행면을 1.5S~6S로 가공된 것을 사용 해 주십시오. 알루미늄 풀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풀리가 마모되지 않도록  

표면처리 (경질 알루마이트 등)를 해서 사용 해 주십시오. 

크라운 높이의 효과로서는, 일반적으로는 크라운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지만, 필요이상으로 클 경우에는 벨트의 강성에 의해서 크라운에 벨트가 따르지 

않게 되어, 전동능력 부족 및 주행능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해 주십시오. 

1. 선정 조건

벨트의 선정에 있어서는, 벨트가 가지는 능력·특성뿐만 아니라, 기계의 사용조건과 환경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벨트선정에 관한  

조건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
조건

1. 원동기의 종류 2. 운전조건 (부하변동) 
3. 부하의 관성 4. 가속 토크 
5. 회전수 (속도) 6. 반송조건 & 방법 
7. 풀리 직경 8. 속도비 
9. 축간거리 

❶
1. 표준 신장율 2. 안정시 장력
3. 고무 재질 4. 심체 구성
5. 표면 마찰계수 6. 피치라인 위치
7. 최소 풀리직경 8. 대전방지 성능
9. 질량

 벨트의
성능

1. 분위기 (기름·물·먼지·오존) 
2. 주위 온도 (동작시·정지시) 
3. 광선 (자외선)  

사용
환경


1. 장력조절 방법
2. 풀리 형상 (폭·크라운높이)
3. 벨트의 사용면 (표면, 배면) 선택

장착 
조건

 ■ 추천 풀리 형상

1. 풀리 폭

풀리의 폭은 벨트의 폭과 비교해 여유를 보고 설계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하기의 식으로 풀리의 폭을 구합니다.    

bp ≧ 1.15 X b + 2 (mm) bp : 풀리 폭 (mm), b : 벨트 폭 (mm)

2. 크라운 형상

용도와 풀리의 폭에 맞춰서 적절한 크라운 형상을 선정 바랍니다.

❷ 광폭 반송용❶ 전동용

bp : 풀리 폭 (mm) 

hc : 크라운 높이 (mm) 

D : 풀리경 (mm) 

rc : 곡율반경 (mm) 

b : 벨트 폭 (mm) 

곡율반경 rc =
    bp²

              8 X hc

주의

• 풀리에 플랜지를 설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 풀리에 플랜지를 설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플랜지에 벨트가 올라타는 현상이 발생되어, 벨트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 전동 및 광폭 반송용의 표준 크라운 높이 일람표

풀리경 (D) Ø5 Ø10 Ø20 Ø30 Ø50 Ø60 Ø80 Ø100 이상

크라운 높이 
(hc)

표준 0.10 0.12 0.13 0.14 0.17 0.20 0.24 D X 0.003
상한 0.16 0.18 0.20 0.22 0.28 0.32 0.40 D X 0.005

(mm)

부식

약품 등

속도비

3. 타입 선정

벨트의 타입선정에는, 벨트를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서 용도·사용환경·사용조건·보수점검의 난이도를 조사하고, 벨트 타입의 특성을 조사 검토 

후, 그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타입을 선정합니다.
 

심체구성 심리스 편포(폴리에스텔 등) 심리스 직포(폴리에스텔 등) 코드(폴리에스텔 등)

주 타입 N-SMV1, N-SMV2, N-LBU 등 G15, G30 등 F50, F100 등 XA, A, B, D, GL 등
주 용도 반송용 경부하전동 & 반송용 중부하전동 & 반송용 전동용

강도 낮다 높다

신축성 크다 작다

( (

2. 선정 순서

벨트를 선정하는 순서로써는, 벨트의 사용목적과 사용조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타입을 선정하고 전달용량과 반송력을 고려해서 벨트의 폭을 선정, 

그 다음 필요 신장율등의 계산을 행합니다.

자동화기기 목공기계

포장기계 인쇄지공기

계측기기

저전력화기기

섬유기계

의료기기 전시기구등

물

온도

종이가루

오존

먼지

가스

회전수 (속도)

기타 공간제한 등

운전조건 (부하변동)

반송조건 반송방법 풀리직경

색상 기타

공작기계사용기계

환경조건

사용조건

희망사항

사용목적 반송

전동

기타

기름

염도

관성

원동기의 종류

축간거리

식품기계

사무기기

벨트표면상태

직포 타입 니트 타입타입 코드 타입

❸ 종이류의 맞물림 반송용

     
추천 곡율반경 (rc) = 50 ~ 100 mm

      hc = rc -  rc2-
     bp ²

                2 









❷

❸

❹

모서리가 없을 것.

벨트 선정방법 추천 풀리형상SEB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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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모성

용도에 따른 특성을 지닌 특수합성고무(NBR)의 사용으로 안정된 마찰
계수를 얻을 수 있고, 내마모성이 뛰어납니다. (TABER식 마모시험기 
40mg/1000회)

※ 마모륜은 H-22 사용, 하중은 5N.

고항장력 심체

심체에 고품질의 연신 폴리아미드 필름을 사용해서, 높은 인장강도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심체 폴리아미드 필름의 인장강도 300Mpa {3,000kgf/

cm²} 이상)

고속전동

얇고 강인한 심체의 사용으로 원심력의 영향이 경미하고, 발군의 내굴 

곡성과 함께 고속전동을 실현 합니다. (70m/s 까지 가능) 

대전방지

일부 타입을 제외하고는, 대전방지 처리를 시행하여, 정전기발생전위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500볼트 이하)

풍부한 종류

각종 전동용부터 반송용도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타입을 구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엔드레스 가공

닛타 전용공구·접착제의 사용으로, 현장엔드레스가 용이합니다.

2

3

4

5

6

1

PolyBeltTM

PolyBelt TM의 우수한 성능과 특징을 소개 합니다.

[표면재 구성]

SG···매우 얇다(Slight)  녹색(Green)

L   ···얇다(Light)
M  ···중간(Middle) 

H  ···두껍다(Heavy)

[심체필름 두께 (mm) X 1000배] 

500···0.5mm 두께 X 1000 
350···0.35mm 두께 X 1000

벨트타입 표시방법

SG — 500

L — 350

NBR(니트릴 고무)

폴리아미드 필름(심체)

폴리아미드 범포

NBR(니트릴 고무)

폴리벨트의 구성

P
ol

yB
el

tTM

■ 사용상 유의점

■ 추천 신장율

XA, A, B, D GL, GS F50, F100 G15, G30 N
표준 신장율 1.0% 0.3% 2.0% 2.0% 5.0%
신장율 범위 0.5%~1.0% 0.2%~0.4% 1.0%~3.0% 1.0%~4.0% 3.0%~7.0%

주)   축간 고정으로 장착할 경우, 벨트의 제작사이즈 선정은 표준 신장율 또는 신장율 범위의 중심으로 설정을 하고, 제작 내주장의 허용차도 포함해서 신장율 범위안에  
 들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 벨트의 사용면

표준적으로, 풀리면측에 벨트의 마찰계수가 높은 면을 사용 해 주십시오. 

예) SBU 타입의 경우 : 연마면을 풀리면으로 함

     LBU 타입의 경우 : 광택면을 풀리면으로 함

■ 기타 

SEB를 보관시에는, 직사광선이 없는 그늘에서, 납품시의 폴리에틸렌 팩에 포장된 형태로 보관 해 주십시오.

벨트를 청소할 경우, 고무에 악영향이 없는 휘발성이 적은 알코올을 천에 적신 후, 가볍게 닦은 후, 마른 천으로 다시한번 닦아 주십시오. 

■ 텐션 기구

벨트 시리즈 텐션 기구

XA, A, B, D, GS, GL

원칙적으로, 벨트에 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텐션 풀리 또는 어저스트풀리가 필요합니다.  

대략적인 어저스트풀리로써는 “± (벨트 길이 X 0.01)” 을 기준으로 생각 해 주십시오.  

F50, F100
표준적으로는 축간이 고정된 레이아웃으로 사용이 되지만, 제작허용차의 관계로 베어링에
걸리는 하중이 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저스트풀리를 설치하는 방식을 추천 합니다.

G15, G30 축간이 고정된 레이아웃에 적합하고, 텐션기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N 신축성이 풍부한 벨트로써, 텐션기구가 없는 복잡한 레이아웃에서도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텐션 풀리 어저스트 풀리

•음파식 벨트 장력계 :     종래에는 벨트의 장착장력은 사람의 감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던 관계로, 그 설정치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어서, 그 결과 발생한 부적절한 장착장력이 기계트러블의 원인의 한가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음파식 장력계는, 벨트 스팬이 가지는 장력에 비례한 고유 진동수를 계측함  

 으로써, 정확한 장력치를 연산표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텐션 마크 방식 :    벨트에 2군데, 무장력 상태에서 텐션마크를 그려 두고, 그 텐션 마크를 실측하면서 정해진 신장율까지  

 늘어나도록 벨트를 장착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벨트가 균일하게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벨트를 1~2 
 회전 시킨 후, 텐션 마크를 확인 해 주십시오.

장착 장력         

평벨트는 마찰 전동벨트이기 때문에,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벨트에 적절한 초기 장력(장착장력)을 부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벨트의 장착장력이 너무 

낮으면, 벨트의 슬립이나 이탈의 원인이 되고, 반대로 장력이 너무 강하면 수명저하 및 베어링의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부하 및 용도에 

맞는 적절한 벨트 선정과 적절한 장착장력으로 벨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벨트의 장착장력은, 장력계등을 이용해서 올바르게 설정 바랍니다.

장착장력의 측정 방법  

신장율 1.0%의 경우

음파식 벨트 장력계 U-507

C
O

R
P

O
R

A
T

IO
N

올바른 사용법SEB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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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커버 재질

안정시 

축하중

(N/mm폭) 

(kgf/cm폭)

최소

 풀리경

(mm) 대전

방지

사양

표준

제작

최대폭

(mm)

연속사용

온도범위

(℃)
표면 배면

2%
신장시

1%
신장시

전동용 반송용
재질 형상 색상

마찰

계수
재질 형상 색상

마찰

계수

NBR Weave Green
0.3~0.4

(대 금속계열)
NBR Weave Black

0.3~0.4
(대 금속계열)

6.0 3.0 25 20

◯ 300 -20~+80

10.5 5.2 35 30

15.0 7.5 50 40

22.5 11.2 75 50

30.0 15.0 100 60

NBR Weave Blue
0.5~0.6

(대 금속계열)
NBR Weave Black

0.5~0.6
(대 금속계열)

6.0 3.0 25 20

◯ 300 -20~+80

10.5 5.2 35 30

15.0 7.5 50 40

22.5 11.2 75 50

30.0 15.0 100 60

45.0 22.5 150 90

60.0 30.0 200 120

NBR Weave Blue
0.5~0.6

(대 금속계열)
NBR Weave Black

0.5~0.6
(대 금속계열)

6.0 3.0 25 25

◯ 300 -20~+80

10.5 5.2 35 35

15.0 7.5 50 40

22.5 11.2 75 50

30.0 15.0 100 60

45.0 22.5 150 90

60.0 30.0 200 120

75.0 37.5 250 150

NBR Weave Blue
0.5~0.6

(대 금속계열)
NBR Weave Black

0.5~0.6
(대 금속계열)

15.0 7.5 50 50

◯ 300 -20~+80

22.5 11.2 75 60

30.0 15.0 100 75

45.0 22.5 150 120

60.0 30.0 200 160

NBR Weave Blue
0.5~0.6

(대 금속계열)
NBR Weave Black

0.5~0.6
(대 금속계열)

75.0 37.5 250 -

◯ 300 -20~+8090.0 45.0 300 -

120.0 60.0 400 -

 *NBR : 니트릴 고무

주 용도 특성 벨트 타입
두께

(mm)

심체 두께

(mm)

질량

(kg/m²)

일반 전동

인쇄기 급지부

합판 반송

양면 모두 적절히 

미끄럼성이 좋음 
SG

250 0.8 0.2 0.8

350 0.95 0.35 0.9

500 1.1 0.5 1.1

750 1.35 0.75 1.4

1000 1.6 1.0 1.7

자동선반 등의 공작기계

실린더 건조기 등의 각종      

드라이어

소중형 목공기계

소형 원심펌프·송풍기 

 

고무 두께가 얇고, 특히

다굴곡·고속운전에 적합 

 

L

250 1.25 0.2 1.4

350 1.4 0.35 1.6

500 1.55 0.5 1.8

750 2.2 0.75 2.5

1000 2.45 1.0 2.8

1500 2.95 1.5 3.4

2000 3.45 2.0 4.0 

팬·펌프 등의 각종 산업기계의  

전동칩퍼 등의 제재기계 

코팅머신 등의 지공기계

기타 일반 전동

박판 반송 등의 내컷트성      

컨베어

스탠다드 타입 

통상적인 운전조건에 적합 

 

M

250 2.2 0.2 2.4

350 2.35 0.35 2.6

500 2.5 0.5 2.7

750 2.75 0.75 3.0 

1000 3.0 1.0 3.3

1500 3.5 1.5 4.0 

2000 4.0 2.0 4.6

2500 4.5 2.5  5.2

콤프레셔 

압연기 

지관 기계

건축용재 반송 등의     

내마모성 컨베어
 

특히 내마모·내충격에 뛰어난 

두꺼운 커버 고무를 사용 

험한 운전조건에 적합  

H

500 3.5 0.5 3.8

750 3.75 0.75 4.1

1000 4.0 1.0 4.4

1500 4.5 1.5 5.0 

2000 5.0 2.0 5.6

MH

2500 5.0 2.5 6.0 

3000 5.5 3.0 6.5

4000 6.5 4.0 7.6

종류와 특성 일람표PolyBelt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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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커버 재질

안정시 

축하중

(N/mm폭 

{kgf/cm폭})

최소

 풀리경

(mm)
대전

방지

사양

표준

제작

최대폭

(mm)

연속사용

온도범위

(℃)
표면 배면 2%

신장시

1%
신장시

전동용 반송용
재질 형상 색상 마찰계수 재질 형상 색상 마찰계수

NBR Taffeta 
structured

Dark Blue

0.5~0.6
(대 금속계열)

NBR Textured 
Pattern Gray 0.5~0.6

(대 금속계열)

11.5 5.8 60 -

◯ 300 -20~+80

Dark Blue 15.0 7.5 75 -

Dark Blue 19.5 9.8 100 -

Dark Blue

0.5~0.6
(대 금속계열)

24.5 12.3 125 -

Dark Blue 30.0 15.0 150 -

Dark Blue 34.0 17.0 175 -

NBR Weave Blue 0.5~0.6
(대 금속계열)

NBR Weave Black 0.5~0.6
(대 금속계열)

19.5 9.8 100 - ◯ 300 -20~+80

NBR Flat Blue 0.5~0.6
(대 금속계열)

NBR Flat Black 0.5~0.6
(대 금속계열)

19.5 9.75 100 - ◯ 300 -20~+80

NBR Flat Black 0.5~0.6
(대 금속계열)

NBR Flat Black 0.5~0.6
(대 금속계열)

19.5 9.75 100 - ◯ 300 -20~+80

인공피혁 Flat and
smooth Gray 0.4~0.5

(대 골판지)
인공피혁

Flat and
smooth Gray 0.2~0.25

(대 SUS)
- 15.0 - 75 - 300 -20~+80

NBR Rough          
Top Blue 약 1.0

(대 골판지)
폴리에스텔 Canvas Black 0.2~0.25

(대 SUS)
-

6.0
(0.5%) - 100 ◯ 300 -20~+80

NBR Rough 
Top Blue 약 1.0

(대 골판지)

폴리에스텔

Canvas

White

0.2~0.25
(대 SUS)

- 1.3 - 100

◯ 300

-20~+80

폴리에스텔 White -
6.0

(0.5%) - 50

폴리에스텔 White -            
6.0

(0.5%) - 100

NBR Black - 7.5 - 90

NBR Rough 
Top Blue 약 1.0

(대 골판지)
폴리에스텔 Canvas White 0.2~0.25

(대 SUS)
-

6.0
(0.5%) - 100 ◯ 300

NBR Weave Green 0.5~0.6 폴리아미드 Canvas Blue 0.2~0.3 10.5 5.2 - 30 ◯ 300

 NBR Weave Black 0.3~0.4 폴리아미드 Canvas Blue 0.2~0.3 10.5 5.2 - 30 ◯ 300

NBR Weave Black 0.3~0.4 폴리아미드 Canvas Blue 0.2~0.3 15.0 7.5 - 40 ◯ 300

NBR Weave Blue 0.8~0.9
(대 종이)

NBR Weave Blue
0.7~0.8
(대 SUS)

15.0 7.5 - 50

◯ 300 -20~+80

15.0 7.5 - 55

15.0 7.5 - 60

15.0 7.5 - 80

22.5 11.2 - 75

30.0 15.0 - 75

        *NBR: 니트릴 고무

주 용도 특성 벨트 타입
두께

(mm)

심체 두께

(mm)

질량

(kg/m²)

섬유기계 (탄젠셜) 
고장력 심체, 

다굴곡·고속운전에 적합. 

TFL

6S 2.25 0.6 2.4 

7S 2.4 0.7 2.6

10S 2.6 1.0 2.8

12S 2.85 1.2 3.1

15S 3.1 1.5 3.4 

18S 3.35 1.8 3.7

L 1000S 2.45 1.0 2.8 

M 1000GS 2.6 1.0 2.9 

MB 1000GSR 2.6 1.0 2.9

코루게이터 

(로타리 컷터 급지·배지)

흠집 방지와 내마모성에  

뛰어난 표면재를 사용
CBX-7S 4.2 0.75 2.5

제함기 (카운터 이젝트) 높은 그립력과 내마모성을 실현 CBE-20 약 7.0 - 5.9

골판지 반송

합판 반송  

Rough Top 형상으로  

반송력이 높음. 

험한 운전조건에 적합 

 

NRT

0 약 5.5 - 4.8

100 약 4.5 - 3.6

300 약 6.5 - 6.5

500 약 6.0 0.5 5.6

RT 300 약 7.0 - 6.5

인쇄기의 종이 이송
표면은 마찰계수가 높고 

배면은 미끄럼성이 좋음.

IRTA 350 1.15 0.35 1.2

KCS
350 1.1 0.35 0.8

500 1.2 0.5 1.0

폴더 글루어

합판 반송

고무 특성에 의해  

반송능력이 뛰어남.
XH

500-3 3.0 0.5 3.4

500-3.5 3.5 0.5 3.9

500-4 4.0 0.5 4.3

500-6 6.0 0.5 7.4

750-4 4.0 0.75 4.4

1000-4 4.0 1.0 4.4

종류와 특성 일람표PolyBelt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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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율 2.0의 경우

쉬프터

벨트의 장착방법

벨트에 표시 되어있는 텐션마크를 실측하고, 정해진 신장율까지 늘려서 
장착 바랍니다. 그리고, 벨트가 균일하게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벨트를 
1~2회전 시킨 후, 텐션 마크를 확인 바랍니다.

벨트의 신장율

폴리벨트의 허용최대 신장율은 3%까지 입니다.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벨트 타입을 1Rank 올리거나, 벨트폭을 넓게 하는 것을 검토 바랍니다. 

최소 풀리경

전동용 폴리벨트의 최소 풀리경은 15~18페이지의 종류와 특성 일람표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만, 벨트의 속도가 5m/s이하인 경우에는, 반송용의

최소 풀리경이 적용 가능합니다. 

내약품성

폴리벨트는, 건습, 기계유, 증기, 유분, 벤진 등에는 침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한 식초, 페놀류, 케톤류, 알코올류의 약품에는 약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벨트 제작길이

폴리벨트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피치길이로 제작되고 있으므로, 피치

길이로 주문 바랍니다. 그리고, 축간거리의 조정이 불가능한 곳에 장착을 

할 경우에도 미리 정해진 신장율분 만큼 단축한 피치길이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로스 장착

폴리벨트의 내마모성은 뛰어나지만, 벨트의 수명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

서는, 벨트의 교차부분에 회전체를 삽입해 주십시오.

벨트 쉬프터

벨트 쉬프터는 회전식을 사용 해 주십시오.  

비회전식은 벨트의 마모가 빨리 진행됩니다.  

쉬프터의 설치 위치는 벨트가 종동풀리에 진입하는 곳에 설치 바랍니다. 

벨트타입의 선정에는 전달계산 뿐만 아니라, 쉬프팅성도 고려 해 주십시오. 

벨트의 장착

벨트의 장착은 축간 거리가 조정 가능한 장치를 설치해 두면 용이합니다. 

조정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풀리 엣지에 직물천등의 보조물을 대고, 벨트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장착 바랍니다. 

약품

피치길이 (Lc)

벨트 총 두께 (h)

사용상의 유의점PolyBelt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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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사항 진단 항목 처치 방법   

벨트가 풀리에서 이탈.

기동시에 이탈, 그 후 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주행 

●  기동 토크가 너무 큰 것이 원인으로, 벨트의  

 장력을 높이거나, 기동부하를 가볍게 한다.

부하가 가벼울 때에는 정상이지만, 

부하가 무거워지면 이탈됨

●  부하가 무거운 것이 원인으로, 벨트의 텐션을   

 높이거나, 부하를 가볍게 한다.

부하가 가벼울 때에도 이탈됨

●  풀리의 평행도를 수정한다. 

●  벨트가 이탈되는 방향의 장력을 높인다. 

●  텐션풀리가 있는 경우에는, 텐션풀리축의 방향 을 

 조정한다.

원하는 회전속도가 안나옴 

 

벨트의 텐션을 높여도, 벨트의 속도가 

전혀 올라가지 않음

● 풀리경과 벨트의 두께를 고려해서 설계한다. 

●  원동차의 회전수를 측정한다. 

장력을 높였더니 회전수가 빨라진다. 

●  부하가 너무 크지 않은지 확인  

●  벨트의 텐션, 텐션비율을 확인  

● 벨트의 전달능력이 부하에 맞는지 재검토 한다. 

●  온도가 아주 높은 곳에서는 조금 더 텐션을

   높인다.   

베어링의 온도가 너무 높다 

벨트의 텐션이 너무 강하지 않은지 확인
●  텐션마크를 확인, 또는 장력계로 장력을 확인 

 하고, 텐션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낮춰준다. 

벨트의 텐션이 적정수준일 경우 

●  베어링의 허용하중과 회전속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베어링을 검토. 윤활유가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  

벨트가 흔들림 풀리의 축방향으로 크게 흔들림

(사행) 

●   다소의 사행에도 성능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벨트에 휨이 없는지 확인

풀리의 축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흔들림 

(파도침)

●  기계의 진동과, 벨트의 고유진동수가 맞아서  

 공진하는 것이므로, 벨트의 장력을 변경해  

 본다.

■ 아래와 같은 현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각각 참조해 주십시오. 

열

열

열 표준 신장율 ５％(3~8%)

축간 고정으로 사용가능
(텐션기구 불필요)

경반송, 맞물림 반송

 
TPU（열가소성 수지） 

폴리에스텔 범포(심체)

NBR(녹색)

 

  NBR TPU 특수범포 
특수범포  
（NBR함침）  

표준 신장율 １％(0.5~2%)

내마모성이 뛰어난 표면재 사용 
경~중하중 
（반송/전동）

NBR TPU

특수범포

TPU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텔 범포(심체)

특수범포
특수범포

(NBR 함침)TPU TPU 니트

도전성 TPU 

LA — 4E 14

FZ — 5E 12

[표면재 구성]

LA···양면청색 NBR
FZ···특수 범포 + 배면 청색 NBR

[벨트 장력 (N/mm)]

1% 신장, 200h 주행시

[벨트 두께 (mm) X 10배]

특성

▶   경험·접착제 불필요. 간이 엔드레스가 가능. 전용 공구사용으로 현장
에서의 단시간 엔드레스 실현.

▶   심체에 폴리에스텔 범포를 채용.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이 없고, 높은 
치수안정성 보유. 

▶   핑거접합의 채용으로, 고속·小풀리경에 대응가능.
 
▶   독자적인 닛타의 특수 합성고무·특수 범포의 채용으로 우수한 내마

모성을 실현.  
  

▶      Elastic 타입은 텐션기구가 불필요. 축간고정으로 사용가능.

주 용도

섬유기계·제본기계·인쇄기계·우편기·롤러컨베어·지폐반송·포장기 등 

2

1

PolySprint TM

PolySprint TM의 우수한 성능과 특징을 소개 합니다.

벨트타입 표시방법

Elastic Type Polyester Febric Type

C
O

R
P

O
R

A
T

IO
N

Po
ly

Sp
ri

nt
TM

전동용도에서의 문제 발생시 대처방법PolyBelt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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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공업 제본공업
골판지

(Folder-gluer) 우
편
기

일 반
반 송

섬  유
롤 러
컨 베 어
(구동용)

제 지 특       징
FINGER 
접 합

Finger 가공규격
(길이×피치 mm)옵  셋 

매  엽 
인쇄기

옵  셋 
윤  전 
인쇄기

그라비아  
윤 전
인쇄기

신 문 
윤 전 기 
반송라인

정합기 
(collator)

접지기
중   철
제본기

무선첩
제본기

접
지
부

반
송
부

● ● ● ● ●
간이 엔드레스, 축간고정으로 사용가능, 
박형 타입

● 30L X 10P

● ● ● ● ●
간이 엔드레스, 축간고정으로 사용가능, 
범용성

● 30L X 10P

● ● ● ● ●
간이 엔드레스, 축간고정으로 사용가능, 
찢어짐에 강함

● 30L X 10P

●
간이 엔드레스, 축간고정으로 사용가능, 
맞물림 반송 적합

● 30L X 10P

●
간이 엔드레스, 축간고정으로 사용가능, 
높은 장력보존율

● 30L X 10P

● ● ● ●
간이 엔드레스, 축간고정으로 사용가능,
고장력

● 30L X 10P

● ● ● ● ●
간이 엔드레스, 축간고정으로 사용가능, 
미끄럼성

● 30L X 10P

  ●
간이 엔드레스, 축간고정으로 사용가능, 
높은 장력보존율

● 30L X 10P

● ● ● ●
간이 엔드레스, 축간고정으로 사용가능,
미끄럼성

● 30L X 10P

●
간이 엔드레스, 축간고정으로 사용가능, 
높은 장력보존율

● 30L X 10P

● ● ● ●
간이 엔드레스, 축간고정으로 사용가능,
미끄럼성

● 30L X 10P

● 낮은 강성으로 풀리에의 밀착성 우수 ● 30L X 10P

● ● ● 간이 엔드레스, 흠집 방지 ● 30L X 10P

● ● ● ● ● ● ●
간이 엔드레스, 접합부의 내구성, 내마모
성, 표면 미끄럼성, 배면 고마찰계수

● 30L X 10P

● 간이 엔드레스 ● 30L X 10P

● ● 간이 엔드레스 ● 30L X 10P

● ● ● ● 간이 엔드레스, 범용성, 내굴곡성 ● 30L X 10P

●                ● ● ● ● ● ● ●
간이 엔드레스, 고도한 미끄럼성과 
그립성을 양립, 범용성

● 30L X 10P

● ● ● 간이 엔드레스, 내굴곡성, 고장력 ●
70(30)L X 

10P

● ●
간이 엔드레스, 접합부의 내구성, 
내마모성

● 70L X 10P

● ●
전용공구로 간이 엔드레스가 가능

Finger 조인트로 접합부의 평면성 향상
● 70L X 10P

● ●
전용공구로 간이 엔드레스가 가능

Finger 조인트로 접합부의 평면성 향상
● 70L X 10P

● ● ● ●
폴리에스텔 범포 심체 채용으로
뛰어난 내구성, 저전력 대응

● 120L X 10P

● ●
폴리에스텔 범포 심체 채용으로 뛰어난 
내구성, 저전력 대응

● 120L X 10P

● ● ● ●
폴리에스텔 범포 심체 채용으로
뛰어난 내구성,저전력 대응

● 120L X 10P

● ●
간이 엔드레스 대응,  
표면 Rough Top형상으로 그립력 강화

● 70L X 10P

●
폴리에스텔 범포 심체 채용으로 뛰어난 
내구성, 저전력 대응

● 120L X 10P

※ 1. 용도에 따라서 앞뒤 반전 사용 가능합니다.    ※ 2. PE : 폴리에스텔 범포 / TPU :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 NBR : 니트릴 고무    ※ 3. 장력치는 200h 주행 후의 데이터 입니다.

타입 벨트 타입
두 께
(mm)

표면재질 (앞/뒤) ※1

심 체 
재 질

※2

최 소 
풀리경
(mm)

표 준
신 장 
안정시
장 력
(N/mm) 

※3

표 준
신장율 
(%)

추 천
신장율
범 위
(%)

질 량
(kg/m²)

대 전
방 지
사 양

사용온도
범 위
(℃)

최 대 
제작폭 
(mm)

표면 배면

재질 형상 마찰계수 재질 형상 마찰계수

Elastic

Type

TA09 0.9 TPU
0.7~0.8
(대 종이)

TPU
0.6~0.7
(대 종이)

― Ø20 0.5 5 3~8 0.9 ◯
-20~
+60

100

TA12 1.2 TPU
0.7~0.8
(대 종이)

TPU
0.6~0.7
(대 종이)

― Ø25 0.7 5 3~8 1.1 ◯
-20~
+60

100

TA-S6 0.9 TPU
0.7~0.8
(대 종이)

TPU
0.6~0.7
(대 종이)

니트 Ø25 0.7 5 3~8 1.0 ◯
-20~
+60

100

TA-S6G4 1.3 NBR
0.9~1.0
(대 종이)

TPU
0.7~0.8
(대 종이)

― Ø25 0.6 5 3~8 1.4 ◯
-20~
+60

100

TA14-S6F 1.4 TPU
0.7~0.8
(대 종이)

TPU
0.6~0.7
(대 종이)

― Ø25 1.0 5 3~8 1.6 ◯
-20~
+60

300

TC 1.4 TPU
0.6~0.7
(대 종이)

TPU
0.6~0.7
(대 종이)

― Ø40 0.8 5 3~8 1.5 ◯
-20~
+60

100

HTA09 0.9 
고경도 

TPU
0.3~0.4
(대 종이)

TPU
0.6~0.7
(대 종이)

― Ø25 0.5 5 3~8 0.9 ◯
-20~
+60

100

GTD 1.45 NBR
0.8~0.9
(대 종이)

TPU
0.3~0.4
(대 금속)

― Ø25 1.1 5 3~8 1.7 ◯
0~

+60
450

NTA 1.0 니트
0.2~0.3
(대 종이)

TPU
0.6~0.7
(대 종이)

― Ø25 0.5 5 3~8 0.9 ◯
-20~
+60

100

NTD 1.35 니트
0.2~0.3
(대 종이)

TPU
0.6~0.7
(대 종이)

― Ø25 1.0 5 3~8 1.3 ◯
0~

+60
550

STC-10 1.35 니트
0.2~0.3
(대 종이)

TPU
0.6~0.7
(대 종이)

― Ø25 0.5 5 3~8 1.3 ◯
-20~
+60

100

Polyester

Fabric

Type

NB-2E10 1.0 TPU
0.4~0.5
(대 종이)

니트
0.2~0.3
(대 종이)

PE Ø20 2 1 0.5~2 1.2 ◯
0~

+60

TTF-4E10 1.0 
특수

범포
0.2~0.3
(대 종이)

특수

범포
0.1~0.2
(대 금속)

PE Ø15 4.0 1 0.5~2 1.0 ◯
-20~
+60

100

TTZ-4E10LF 1.0
특수

범포

0.2~0.3

(대 종이)

특수

범포

0.3~0.4

(대 금속)
PE Ø30 4 1 0.5~2 1.0 ◯

-20~
+60

W-4E14 1.4 TPU
0.7~0.8
(대 종이)

TPU
0.7~0.8
(대 종이)

PE Ø25 4.0 1 0.5~2 1.6 ◯
-20~
+60

100

DB-4E14 1.4 TPU
0.7~0.8
(대 종이)

TPU
0.7~0.8
(대 종이)

PE Ø25 4.0 1 0.5~2 1.6 ◯
-20~
+60

100

LA-4E14 1.4 NBR
0.8~0.9
(대 종이)

NBR
0.8~0.9
(대 종이)

PE Ø25 4.0 1 0.5~2 1.5 ◯
-20~
+60

100

FZ-5E12 1.25 
특수범포 

(NBR함침)
0.6~0.7
(대 종이)

NBR
0.5~0.6
(대 금속)

PE Ø35 5.0 1 0.5~2 1.2 ◯
-20~
+60

100

SLA-8E14 1.4 NBR
0.8~0.9
(대 종이)

NBR
0.8~0.9
(대 종이)

PE Ø25 8.0 1 0.5~2 1.7 ◯
-20~
+60

100

TTP-8E18 1.8
특수

범포

0.2~0.3

(대 종이)

특수

범포

0.2~0.3

(대 금속)
PE Ø40 8 1 0.5~2 ◯

-20~
+60

XH-8E30 3.0 NBR
0.9~1.0
(대 종이)

NBR
0.7~0.8 
(대 SUS)

PE Ø40 8.0 1 0.5~2 3.5 ◯
-20~
+60

300

XH-8E40 4.0 NBR
0.9~1.0
(대 종이)

NBR
0.7~0.8
 (대 SUS)

PE Ø50 8.0 1 0.5~2 4.4 ◯
-20~
+60

300

TFL-15E20 2.0 NBR
0.5~0.6
(대 금속)

NBR
0.5~0.6
(대 금속)

PE Ø40 15 1 0.5~2 2.3 ◯
0~

+60
300

TFL-15E25 2.5 NBR
0.5~0.6
(대 금속)

NBR
0.5~0.6
(대 금속)

PE Ø40 15 1 0.5~2 3.0 ◯
0~

+60

TFL-22E26-2 2.6 NBR
0.5~0.6
(대 금속)

NBR
0.5~0.6
(대 금속)

PE Ø50 22 1 0.5~2 3.1 ◯
0~

+60
300

RT-22E70-2 약 7.0 NBR
1.0

(대 골판지)

특수 

PE범포
0.2~0.25
(대 금속)

PE Ø100 10 0.5 ― 6.5 ◯
0~

+60
480

TLA-30E30-2 3.0 NBR
0.5~0.6
(대 금속)

NBR
0.5~0.6
(대 금속)

PE Ø70 30 1 0.5~2 3.5 ◯
0~

+60

종류와 특성 알람표PolySprint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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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거 펀처··핑거형태의 끝단을 제작 (절단) 하는 공구 입니다.

공구

번호
형번 외관 특징

가 공

최 대 폭

(mm)

가 공

최대두께

(mm)

사이즈
중량

(kg)

타발 핑거 형상

길이 × 피치 

(mm)W(mm) L(mm) H(mm)

1

FP30-10-50N
한번에 타발이 가능 하므로, 
간단하고 확실하게 핑거형
상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50 2.0 135 400 390 3.4 30 × 10

FP30-10-100 100 2.0 200 500 504 7.0 30 × 10

2 FP70-10-50 벨트의 폭방향에 피치간
격으로 이동하면서 타발
하므로, 핑거형상을 확실
하게 타발 가능합니다.

50 6.0 180 600 250 9.0 
70 × 10

3 FP120-10-50 120 × 10
4 FP70-10-100

100 6.0 230 610 250 10.4
70 × 10

5 FP120-10-100 120 × 10

■ 쿨링 (냉각) 프레스··가열 프레스 공정 후, 접합부를 냉각시키는 공구 입니다. (전원 불필요)

공구

번호
형번 외관 특징

가공

최대폭

(mm)

가공  

최대두께

(mm)

사이즈
중량

(kg)

타발 핑거 형상

길이 × 피치(mm)
W(mm) L(mm) H(mm)

8

NPS-3050C
핑거 접합용 냉각
프레스 입니다.

50 2.0 80 224 92 0.6 30 × 10

NPS-0310C 100 2.0 102 311 102 2.4 30 × 10

■ 기타 필요 공구

공구

번호
형번 외관 특징

9 프리세터
프레스 작업시, 벨트가 휘지 않도록 가고정을 해 주는 공구 입니다.
프레스 타입, 벨트 폭에 맞춰진 각 벨트폭별의 프리세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10 클램프(2개) 프리세터를 고정해 주는 클램프 입니다.

11 전용 케이스 FP30-10-50N, NPS-3050 H1(H2), NPS3050C, 프리세터, 클램프가 수납 가능합니다.

■ 핫(가열) 프레스··정해진 시간, 온도, 압력을 가해서 융착을 하는 프레스 공구 입니다. (접착제 불필요)

공구

번호
형번 외관 특징

가 공

최 대 폭

(mm)

가공

최대두께

(mm)

사이즈
중량

(kg)

적용 핑거 형상

길이 × 피치

(mm)

전원
온도

(℃)
W(mm) L(mm) H(mm)

6

NPS-3050 H1
핑거 접합용 가열 프레스
입니다.
온도 설정으로 확실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50 2.0 84 250 100 1.5 30 X 10
100V

~200
NPS-3050 H2 200V

NPS-0310 H1
100 2.0 107 365 112 4.1 30 X 10

100V
~200

NPS-0310 H2 200V

7

NPS-1210-1 핑거 접합용 가열 프레스
입니다.
본 기기 한대로 가열과 
냉각을 전자동으로 실행 
가능합니다.

100 6.0 230 320 180 9.5 70 X 10
120 X 10

100V

~200

NPS-1210-1 200V

폴리 스프린트
단시간에 간단하게

엔드레스 (경험 불필요)

Finger 접합  
(접착제 불필요)

갑작스러운 벨트 절단(파단)시,

복구 작업이 간단하게 해결되고, 

기계분해 작업, 장시간의 라인스톱 등의 

고민도 해소됩니다.

핑거형상으로 절단된 양단을 벨트 폭에 

맞춰진 프리세터에 셋팅02

프리세터에 셋팅된 벨트이음부를 

핫프레스로 가열·가압해서 접합03

핑거펀처로 벨트의 양단을 

핑거 형태로 절단01

핫 프레스로 가열, 가압된 벨트를 

프리세터와 함께 쿨링 프레스에 물려서 

냉각시키면 완료
04

간이 엔드레스 소개 엔드레스 공구 소개PolySprint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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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가속부 (쇼트, 롱)

No.2 이송부

No.3 배출부

■ 인쇄기용 벨트

PolySprint TM RT-22E70-2고속 머신 골판지 반송의 결정판

■ 지공 기계용 벨트

■ 그라비아 윤전 인쇄기

No. 기계 파트명 추천 벨트 타입 특징

1 가속부 (쇼트, 롱) 폴리 스프린트  TTP-8E18 접합부의 내구성, 내마모성

2 이송부 (절동후) 폴리 스프린트  TTP-8E18 접합부의 내구성, 내마모성

3 배출부 NLG  GUSRB-14ANL, GUTW-12A 등 고마찰 그립력 (반송력), 범용성

■ 옵셋 윤전 인쇄기

기계 파트명 추천 벨트 타입 특징

절동부
폴리 스프린트 TTZ-4E10LF 등

폴리 벨트 TPS-3SN, SG타입, L타입
적절한 미끄럼성, 내마모성, 내플랜지특성

접지부 (쵸퍼)
폴리 스프린트 FZ-5E12, TTZ-4E10LF 등

폴리 벨트 SG 타입
적절한 미끄럼성, 내마모성, 내플랜지특성

배출부, 스태커부 NLG  GUSRB-14ANL, GUTW-12A 등 고마찰 그립력 (반송력)

■ 옵셋 매엽 인쇄기 

기계 파트명 추천 벨트 타입 특징       

매엽 피더부
폴리 스프린트  FZ-5E12, TTZ-4E10LF, TTF-4E10 등

폴리 벨트 TPS-3SN, SG 타입 등
내마모성, 안정된 마찰계수

높은 반송 정밀도

긴 수명 

내마모성

특수범포
(보라색)

TPU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텔 범포 (심체)

● 내마모성에 우수한 표면범포
●  심체가 내층에 보호되어있는 
 폴리우레탄 범포 

표면범포의 마모에 의한 
급격한 장력변화를 방지
합니다.

폴리 스프린트 TTP-8E18

■ 지공 기계용 벨트 라인업

타입
두께
[mm]

벨트  커버재
최소

풀리경
[mm]

표준
신장율
[%]

안정시
장력

[N/mm]]

엔드레스
사양

표면 배면

재질 μ ※1
표면
형상

색상 μ ※2
표면
형상

색상
심체
재질

RT-22E70-2 약 7.0 NBR 약 1.0 RT 청색 0.2~0.25 범포 백색 PE 100 0.5 10 S/F/L
NRT-0 약 5.5 NBR 약 1.0 NRT 청색 0.2~0.25 범포 백색 PE 100 1 0.65 L/ST

NRT-100 약 4.5 NBR 약 1.0 NRT 청색 0.2~0.25 범포 백색 PE 50 0.5 3 S/L
NRT-300 약 6.5 NBR 약 1.0 NRT 청색 0.2~0.25 범포 백색 PE 100 0.5 3 S/L
RT-300 약 7.0 NBR 약 1.0 RT 청색 0.2~0.25 범포 백색 PE 100 0.5 3 S/L

NRT-500 약 6.0 NBR 약 1.0 NRT 청색 0.5~0.6 거친무늬 흑색 PA 90 1 3.8 S/ST
CBE-20 약 7.0 NBR 약 1.0 RT 청색 0.2~0.25 범포 흑색 PE 100 0.5 3 L
CBX-7S 4.2 인공피혁 0.4~0.5 평활 백색 0.2~0.25 인공피혁 백색 PA 75 1 7.5 S

GRT-24AK 7.7 NR 1 이상 RT 갈색 0.2~0.25 범포 갈색 PA범포 80 1 3 S/L
VMT-20A 2.7 PVC 0.3~0.6 MT 녹색 0.2~0.25 범포 백색 PE 50 ※3 0.5 3 F/S

XH-750-4 4.25 NBR 0.8~0.9 거친무늬 청색 0.7~0.8 NBR 청색 PA 75 1 5.6 S

■ 주 용도

타입

코루게이터 플렉소  폴더 글루어

슬리터
배출부

컷터
배출부

딜리버리 부 스태커 부
급지

컨베어
폴딩부
(상부)

폴딩부
(하부이송)

폴딩부
(하부접지)

스케어링
카운터 
이젝터

RT-22E70-2 　 ● ● 　 　 ● ● ● ● ●

NRT-0 　 　 　 　 　 　 　 　 ● 　

NRT-100 　 　 　 　 　 　 　 　 ● 　

NRT-300 　 　 　 　 　 　 　 　 ● 　

RT-300 　 ● ● 　 　 ● ● ● ● ●

NRT-500 　 　 　 　 　 　 　 ● 　 　

CBE-20 　 　 　 　 　 　 　 　 　 ●

CBX-7S ● ● 　 　 　 　 　 　 　 　

GRT-24AK 　 　 　 　 ● 　 　 　 　 　

VMT-20A 　 　 　 ● 　 　 　 　 　 　

XH-750-4 　 　 　 　 　 　 ● 　 　 　

NBR : 니트릴 고무   PE : 폴리에스텔 범포   S : 스카이버 접합   NR : 천연고무   PA : 폴리아미드 필름   F : 핑거 접합    PVC : 염화 비닐   PA 범포 : 폴리아미드 범포   
L : 레이싱 접합   ST : 스텝 접합        ※1 마찰계수 (대 종이)    ※2 마찰계수 (대 철판)    ※3 핑거 : 50 / 스카이버 : 80   

주 용도별 사용예PolySprint TM



30 

■ 우편기용 벨트

■ 물류센터의 롤러 컨베이어 구동용 벨트

우편기

기계 파트명 추천 벨트 타입 특징

우편 순로구분기
폴리 스프린트

TA12, TA14-S6F
GTD, NTD

축간고정으로 사용가능(신축성),
맞물림 반송, 높은 장력보존율

섬유기기

기계 파트명 추천 벨트 타입 특징

연사기(탄젠셜)
소면기, 연조기

폴리스프린트 TFL-15E20, TFL-22E26-2, TLA-30E30-2
폴리에스텔 심체, 핑거접합, 저전력,

높은 장력 보존율

물류센터

기계 파트명 추천 벨트 타입 특징

롤러 컨베이어 
(구동용)

폴리 스프린트  

TFL-15E20, TFL-22E26-2
폴리에스텔 심체,  
핑거접합, 저전력

■ 섬유기기의 탄젠셜 벨트

N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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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

H
T 

G
R

IP
TM

NEW LIGHT GRIPTM

무독, 무취

표면 커버가 우레탄 타입, 실리콘 타입 및 백색 타입의 벨트는, 위생적 
으로 식품을 직접 싣고 반송 할 수 있습니다. 우레탄, 실리콘 타입은, 후생

성고시 제370호(일본)에 합격품 입니다.

내유성, 내약품성

내약품성의 일람표는 35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벨트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약품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마모성

내마모성에 뛰어난 표면 커버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ABER법에 따라서 
마모량은 폴리우레탄이 40mg/1000회, PVC가 1000mg/1000회 입니다. 

(시험에 사용한 마모륜은 H22, 하중은 4.9N {500gf} 입니다.) 

치수 안정성

심체에는 치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폴리에스텔 범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습도에 의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테이크업의 양이 적음

심체는 치수 안정성이 우수해서, 벨트의 영구신장이 적고, 그로 인해 테이
크업의 양은 벨트 길이의 2%이내로 충분 합니다.  

대전 방지

일부 타입을 제외하고는 심체 범포에 정전기의 대전을 방지하는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통전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표면재에 카본블랙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간단한 엔드레스 가공

현장에서 벨트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엔드레스 가공에 필요한 공구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현장작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폐사 또는 대리점에 문의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종래의 흑색고무벨트에 비교해서 경량화 되었기 때문에, 원동기를 작게 가능
하고, 에너지도 절약 됩니다.

다양한 종류

여러가지 요구사항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종류가 라인업 되어 있으
며, 더욱 더 세분화하여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다로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폐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LG TM 의 우수한 성능과 특징을 소개 합니다.

1

2

3

4

5

6

7

8

9

C
O

R
P

O
R

A
T

I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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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에스텔 범포와 PVC, 폴리우레탄, 합성고무 등의 커버재와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가볍고 강인한 반송용 벨트 입니다. 

▶  특성을 살린 다양한 재질 및 형상의 선택으로 사용 용도에 부응하고 

어떠한 반송 및 조립라인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벨트형식 표시예

폴리우레탄 등 

폴리에스텔 범포 등 

폴리우레탄 등 

폴리에스텔 범포 등 

■ 표면 형상

M무늬 TW무늬 MT무늬 GP무늬 RT무늬 WT무늬 RB무늬 C무늬

                                                                                           LBEU-6ANF,    LBEU-12ANF 

                                                                                                                     WEXU-7ANS, WEXU-14ANS

 쵸코렛 小풀리경, 식품위생 SWEU-6ANF,    WU-12ANF-2

 쿠키 나이프 엣지 컨베어 WU-7ANL,    WEU-6ANF

 비스켓 소프트 표면 WU-12DS,    WU-12ANF-2

 센베 비점착성 GUF-12AK,    SVC-12AK

 빵 생지 생지와 벨트가 잘 떨어짐 WU-12DC-3

 찐 밥 내열성, 비점착성 WP-8BK

 집배화물 주행 안정성 MGC-14A,    BC-14D

 집배화물 경사 컨베어 MGWT-12A,    MGRB-14A

 집배화물 내마모성, 강인함 GU-14A,    BC-20A

 집배화물 정숙성 MGC-14A,    DGGP-16A

 부품 범용 GU-7ANL

 식품 범용 WU-7ANL

 식품 항균·저수축 WEU-6ANF

 식품 항균·저수축·2ply WEU-12ANF,    WEU-12BNF

 냉연강판 내유성, 내컷팅성 WU-18A,    GU-21A

 프레스 제품 흠집 방지 BC-20A,    DCMT-30AR

 알루미늄 샷시 흡집 방지, 내열성 FU-20AK

 스텐레스 흠집 방지 WU-12A-CL,    WU-12DS

 전자부품 도전성 BU-12A

 텔레비전 대전방지, 小풀리 GU-12A

 프린터 기판 대전방지, 스토퍼 WU-12D,    GU-12D

 플레이어용 모터 크린룸 PE-100-2

 가공지 대전방지, 스토퍼 WU-12D

 시트형태의 골판지 고마찰계수, 중량벨트 VMT-20A

 신문 치수 안정성 MGC-14A,    GU-12A

 종이 기저귀 내구성 GH-15Z

 

 리넨 내약품성 MGC-14A,    VRT-20A

 합판 병렬 장착 사용 GU-18A,    MGRB-14A

 화물 팔레트 적재 GU-12DV

 요업제품 내구성 BC-22A

기본 구성도

표면 커버의 재질·색·형상 벨트 강도 단위  (N/mm폭     
kgf/cm폭

 ) 벨트 구성 

● WU 백색 우레탄 평활 ●   3 파단강도 30 ●  A 편면 수지 편면 범포 대전방지가공 유

● GU 녹색 우레탄 평활 ●  6 파단강도 60 ● AK 편면 수지 편면 범포 대전방지가공 무

● GUM 녹색 우레탄 M무늬 ●   7 파단강도 70 ● ANF 편면 수지 편면 범포 대전방지가공 유

● GUTW 녹색 우레탄 TW무늬 ●   9 파단강도 90 ● ANL 편면 수지 편면 범포 대전방지가공 유

● GUF 불소 수지 평활 ● 12 파단강도 120 ● B 양면 수지 대전방지가공 유

● WUH 백색 고경도 우레탄 평활 ● 14 파단강도 140 ● BK 양면 수지 대전방지가공 무

● GUH 녹색 고경도 우레탄 평활 ● 16 파단강도 160 ● BNF 양면 수지 대전방지가공 유

● GUHTW 녹색 고경도 우레탄 TW무늬 ● 18 파단강도 180 ● C 양면 수지 (편면 C무늬) 대전방지가공 유

● GUSTW 녹색 우레탄 TW무늬 ● 19 파단강도 190 ● CK 양면 수지 (편면 C무늬) 대전방지가공 무

● GUSRB 녹색 우레탄 RB무늬 ●  20 파단강도 200 ● D 양면 범포 대전방지가공 유

● BU 흑색 도전 우레탄 평활 ● 21 파단강도 210 ● DK 양면 범포 대전방지가공 유

● WEU 백색 내온열성 우레탄 평활 ● 22 파단강도 220
● SWEU 백색 내온열성 우레탄 경면 ● 30 파단강도 300
● GEU 녹색 내온열성 우레탄 평활

• • 

● FU 내열 펠트 -

● SI 실리콘 평활

● BC, MGC 녹색 PVC 평활

● CC 백색 PVC 평활

● MGWT 녹색 PVC WT무늬

● MGRB 녹색 PVC RB무늬

● VRT 녹색 PVC RT무늬

● VMT 녹색 PVC MT무늬

● DGGP 녹색 PVC GP무늬

● WP 백색 폴리에스텔 평활

● PE 백색 폴리에스텔 평활

● GSTW 녹색 합성고무 TW무늬

● 기타

GU  -  12  A              500  X  7,000  EF  -  T

표면 커버의 구성

벨트의 인장 강도/10  (N/mm)

벨트 구성

벨트 폭 (mm) 벨트 길이 (mm)

엔드레스 형상
특수가공

조인트부 형상

● EF   : 엔드레스 제품 (Finger 접합)

● E    : 엔드레스 제품 (Skiver 접합)

● C    : 컷팅 가공품

● B    : 양단 Skiver 가공

● S    : 편단 Skiver 가공

식품

화물운송

미니컨베어

금속가공

약전

종이

기타

기본구성 주 용도별 사용예NLG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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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타입
총두께

(mm)

벨트 커버재

표면 배면

마찰계수
(대 SUS)

재질 형상 색상
마찰계수
(대 SUS)

재질 형상 색상

식품·일반

WU-6A 0.7 0.4~0.5 폴리우레탄 평활 백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WU-12ANF-2 1.3 0.4~0.5 폴리우레탄 평활 백색 0.2~0.25 측면 실풀림 방지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WU-12D 1.1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WU-12DS 1.0 0.2~0.25 특수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GU-12DS 1.0 0.2~0.25 특수 폴리에스텔 범포 녹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일반
GU-6A 0.7 0.4~0.5 폴리우레탄 평활 녹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GU-12A 1.3 0.4~0.5 폴리우레탄 평활 녹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미끄럼

특성

GUH-12A 1.3 0.3~0.4 고경도 폴리우레탄 평활 녹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GU-12D 1.1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녹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내습열

항균, 곰팡이 방지

측면 실풀림 방지

LBEU-6ANF 0.75 0.4~0.5 내습열 항균 곰팡이방지 폴리우레탄 평활 청색 0.2~0.25 저수축 실풀림방지 폴리에스텔 범포 범포 백색

LBEU-12ANF 1.4 0.4~0.5 내습열 항균 곰팡이방지 폴리우레탄 평활 청색 0.2~0.25 저수축 실풀림방지 폴리에스텔 범포 범포 백색

WEXU-7ANS 1.0 0.4~0.5 내습열 항균 곰팡이방지 폴리우레탄 평활 백색 0.15~0.2 특수범포 범포 백색

WEXU-14ANS 1.7 0.4~0.5 내습열 항균 곰팡이방지 폴리우레탄 평활 백색 0.15~0.2 특수범포 범포 백색

WEU-12ANF 1.4 0.4~0.5 내습열 항균 곰팡이방지 폴리우레탄 평활 백색 0.2~0.25 측면 실풀림 방지 저수축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WEUT-12BNF 1.7 0.4~0.5 내습열 항균 곰팡이방지 폴리우레탄 평활 백색 0.4~0.5 내습열 항균 곰팡이방지 폴리우레탄 평활 백색

GEU-12ANF 1.3 0.4~0.5 내습열 항균 곰팡이방지 폴리우레탄 평활 녹색 0.2~0.25 측면 실풀림 방지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GEUC-12CNF 2.0 0.4~0.5 내습열 항균 곰팡이방지 폴리우레탄 C무늬 황녹 0.4~0.5 내습열 항균 곰팡이방지 폴리우레탄 C무늬 황녹

내열 SI-12A 1.2 0.9~1.0 실리콘 평활 백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비점착
GUF-12AK 1.3 0.1~0.15 불소 수지 평활 회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SVC-12AK 1.8 1.0 이상 실리콘 평활 백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포목 무늬 GUTW-12A 1.8 0.4~0.5 폴리우레탄 TW무늬 녹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고전도성 BU-12A 1.3 0.3~0.4 전도성 폴리우레탄 평활 흑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크린룸

P-0 0.8 0.3~0.35 폴리에스텔 평활 백색 0.3~0.35 폴리에스텔 평활 백색

PE-100 0.5 0.25~0.3 폴리에스텔 평활 회색 0.25~0.3 폴리에스텔 평활 회색

PE-100-2 0.6 0.3~0.35 폴리에스텔 평활 백색 0.3~0.35 폴리에스텔 평활 백색

PE-100-3 0.5 0.3~0.35 폴리우레탄 평활 백색 0.3~0.35 전도층 평활 흑색

경사

VRT-20A 6.0 1.0 이상 PVC RT무늬 녹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MGRB-14A 2.7 1.0 이상 PVC 세로홈 녹색 0.2~0.25 저소음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DGGP-16A 2.8 1.0 이상 PVC GP무늬 녹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GRT-24AK 7.7 1.0 이상 천연 고무 RT무늬 갈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강판·골판지·합판 VMT-20A 2.7 0.6~0.7 PVC MT무늬 녹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표면 합성고무 GH-15Z 1.6 0.6~0.7 합성 고무 거친무늬 청색 0.2~0.25 폴리에스텔 범포 백색

심체
최소 풀리경

(mm) 표준
신장율
(%)

표준신장
안정시 
장력 

(N/mm폭)

질량

(kg/m²)

대전
방지
사양

식품
위생법
적합

나이프
엣지

표준 
제작

최대폭
(mm)

사용온도
범위
(℃)

재질
프라이 

수
Finger
접합

Skiver
접합

폴리에스텔 1 15 20 0.3 0.6 0.7 ◯ ◯ 2R 1500

-20~+80

폴리에스텔 2 20 40 0.5 2.0 1.3 ◯ ◯ 5R 1500

폴리에스텔 2 40 40 0.5 2.0 1.0 ◯ ◯ - 1500

폴리에스텔 2 - 40 0.5 2.0 1.0 ◯ ◯ - 1500

폴리에스텔 2 - 40 0.5 2.0 1.0 ◯ ◯ - 1500

폴리에스텔 1 15 20 0.3 0.6 0.7 ◯ ◯ 2R 1500
-20~+80

폴리에스텔 2 20 40 0.5 2.0 1.3 ◯ ◯ 5R 1500

폴리에스텔 2 30 50 0.5 2.0 1.3 ◯ ◯ - 1500
-20~+80

폴리에스텔 2 - 40 0.5 2.0 1.0 ◯ ◯ - 1500

폴리에스텔 1 15 20 0.5 0.5 0.8 ◯ ◯ 2R 1500 -30~+100

폴리에스텔 2 25 40 0.5 1.0 1.3 ◯ ◯ 5R 1500 -30~+100

폴리에스텔 2 15 25 0.5 0.8 1.2 ◯ ◯ 2R 1000 -20~+100

폴리에스텔 3 25 40 0.5 1.3 1.9 ◯ ◯ 5R 1000 -20~+100

폴리에스텔 2 20 40 0.5 1.0 1.3 ◯ ◯ 5R 1500

-30~+100※1)
폴리에스텔 2 25 50 0.5 1.25 1.9 ◯ ◯ - 1500

폴리에스텔 2 20 40 0.5 2.0 1.3 ◯ ◯ 5R 1500

폴리에스텔 2 25 50 0.5 1.0 1.9 ◯ ◯ - 1500

폴리에스텔 2 30 - 0.5 2.0 1.4 ◯ ◯ - 960 -20~+150

폴리에스텔 2 50 70 0.5 2.0 1.3 - ◯ - 1000 -20~+80

폴리에스텔 2 - 50
(사선 스텝 연결)

0.5 2.0 2.0 - - - 3000 -10~+80

폴리에스텔 2 30 50 0.5 2.0 1.7 ◯ ◯ - 1500 -20~+80

폴리에스텔 2 50 50 0.5 2.0 1.3 ◯ - - 1000 -20~+80

- - 15
(융착 접합)

20 2.0 1.2 0.7 - ◯ - 280 -10~+60

- - - 40 1.0 1.8 0.6 ◯ - - 150

-10~+40- - 15
(융착 접합)

20 2.0 0.8 0.6 ◯ - - 150

- - - - 2.0 0.7 0.5 ◯ - - 150

폴리에스텔 2 60 100
(스텝 접합)

0.5 3.0 4.5 ◯ - - 2000

-5~+70폴리에스텔 2 50 80 0.5 2.0 2.8 ◯ - - 2000

폴리에스텔 2 50 80 0.5 2.0 3.0 ◯ - - 2000

폴리아미드 3 - 80 
(클리퍼 레이싱도 가능)

1.0 3.0 5.9 - - - 1800 -20~+80

폴리에스텔 2 50 80 0.5 3.0 3.0 ◯ - - 3000 -5~+70

폴리에스텔 2 - 30 0.5 3.0 2.0 ◯ - - 960 -20~+60

※ 굵은 글씨가 표준 접합  ※ 1) 연속사용의 경우에는 최고 80℃입니다.

종류와 특성 일람표NLG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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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의 표를 참조하여, 반송물의 종류와 반송방법에 부응하는 특성을 가진 벨트를 선정 바랍니다. NLG가 가지는 뛰어난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벨트의 엔드레스가 확실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는, Finger접합,  

Skiver접합을 추천합니다만, 용도,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각종의 엔드레스방법도 가능하므로, 이용 해 주십시오.    

제작폭과 표준 제작공차        (단위 : mm)

폭 공차

50 이하 ±1

51~200 ±2

201~600 ±4

601~1,000 ±5

1,001~2,000 ±10

2,001~3,000 ±14

3,001~4,000 ±18

제작길이와 표준 제작공차        (단위 : mm)

길이 공차

1,000 이하 ±5

1,001~2,000 ±7

2,001~5,000 ±10

5,001~10,000 ±15

10,001~20,000 ±30

20,001~30,000 ±60

30,001~40,000 ±90

40,001~50,000 ±120

50,001 이상 ±0.3%

                                                 (단위 : mm)

폭 좌우 주장차

1,000 이하 2

1,001~2,000 3

2,001~3,000 5

3,001~5,000 7

 5,001~10,000 12

10,000 이상 15

Finger 접합 (열 가압방식)

 Skiver 접합 (열 가압방식)

Step 접합 (열 가압방식)

메카니컬 조인트 (클리퍼 훅)

표준 접합의 한가지로, 경부하이며 벨트의 두께정밀도가 요구되는 곳, 小풀리경과 

나이프엣지로 사용되는 곳에 적합합니다.

다만, 측면이 접촉하거나, 온도가 높은 곳에는 부적합 합니다.

전용 접합가공공구를 사용하여 접합부를 만드므로, 고르고 얼룩없이 가공

이 가능합니다.

Skiver 접합가공이 불가능할 경우의 접합방식으로, 하기와 같이 계단형상을 

한 가공입니다. 접합부가 약간 두꺼워 질 수 있습니다.

열 가압방식이 적용 불가능 할 경우에 철물부품을 이용한 접합 방식으로, 

간단하게 접합이 가능하나, 접합부 강도는 열 가압방식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약품명
커버 재질

우레탄 PVC 폴리에스텔 합성고무

바셀린 ◯ ◯ ◯ ◯

설탕, 설탕수 ◯ ◯ ◯ ◯

과당, 과당수 ◯ ◯ ◯ ◯

당밀 ◯ ◯ ◯ ◯

과즙 ◯ ◯ ◯ ◯

우유 ◯ ◯ ◯ ◯

젤라틴 ◯ ◯ ◯ ◯

식용식초 △ ◯ ◯ ◯

물 ◯ ◯ ◯ ◯

식염, 식염수 △ ◯ ◯ ◯

전분, 전분액 △ ◯ ◯ ◯

이스트 균 △ ◯ ◯ ◯

주류 △ △ ◯ ◯

비누, 비누물 ◯ ◯ ◯ ◯

잉크 ◯ ◯ ◯ ◯

염료 X ◯ ◯ ◯

과산화수소 △ △ ◯ △
표백제 △ △ ◯ △
향수 ◯ ◯ ◯ ◯

니스 X X X ◯

오존 ◯ △ ◯ X
치약 ◯ ◯ ◯ ◯

송진 ◯ X ◯ ◯

• 상기의 적부는 상온시에 약품, 기름을 포함한 제품을 반송 할 경우로써, 온도가 높은 

경우 및 침적할 경우에는, 이용조건을 문의 바랍니다. 

•  PVC타입은 △표시에 사용 했을 경우, 평면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

시오.

•  GUF타입의 표면재인 불소수지는 상기의 전 약품에 대해서 뛰어난 내후성을 가지고 

있지만, 약품이 벨트 측면 또는 엔드레스접합부로 침투 될 경우에는 GU타입의  

내약품성에 준하도록 합니다.

• KC타입은, 상기 약품류의 사용을 피해 주십시오. 

■ 내약품성 일람표                        

약품명
커버 재질

우레탄 PVC 폴리에스텔 합성고무

강산 X X X △
약산 ◯ ◯ ◯ ◯

강알카리 X X X ◯

약알카리 ◯ ◯ ◯ ◯

황산염 ◯ ◯ ◯ ◯

질산염 ◯ ◯ ◯ ◯

인산염 ◯ ◯ ◯ ◯

초산염 ◯ ◯ ◯ ◯

탄산염 ◯ ◯ ◯ ◯

알코올류 ◯ △ ◯ ◯

에테르류 X X ◯ ◯

에스테르류 X X ◯ ◯

켄톤류 X X △ X
벤젠 X X △ X
톨루엔 △ △ △ X
트리클로로에틸렌 X X X X
크레졸 △ X X X
클로로포름 X X X X
포르말린 △ X X X
시너 △ △ △ X
석유벤진 ◯ ◯ △ △
버터 △ △ ◯ ◯

마가린 △ △ ◯ ◯

식물유 ◯ △ ◯ ◯

동물유 ◯ △ ◯ ◯

테레핀유 ◯ △ ◯ ◯

타르유 ◯ △ ◯ ◯

머신유 ◯ △ ◯ ◯

중유 ◯ △ ◯ ◯

경유 △ X ◯ ◯

등유 △ X ◯ △
가솔린 ◯ X ◯ △
파라핀유 ◯ △ ◯ ◯

지방 ◯ △ ◯ ◯

◯ 침해되기 어려움.   △ 다소 변질 됨.   × 변질 됨.   

■ 벨트타입의 선정             ◎ : 최적합 ○ : 적합

식품위생규격 비점착성 내열성 내습열성 미끄럼 특성 전도성 내마모성 내컷팅성 경사 나이프 엣지 내유성

WU ◎ ◯ ◯

GU ◎ ◯ ◯

GUF ◎ ◎ ◎ ◯

GUH ◎ ◯ ◯ ◯

WEU ◎ ◯ ◯ ◯

GUSRB ◎ ◎ ◯

BU ◎

BC ◯

CC ◯

DGGP ◯ ◎

MGRB ◯ ◎

VRT ◯ ◎

VMT ◯

DCMT ◯

GH ◯ ◯ ◯

GSTW ◎ ◯

SI ◎ ◎ ◎ ◯ ◯

SVC ◎

WP ◎ ◯ ◯ ◯ ◯

표면 커버재의 재질

벨트에 요구되는 성능

벨트타입의 선정 엔드레스 가공NLG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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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의 위치가 변화 할 경우

정·역운전을 할 경우

금속 검출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열 장착의 경우

광폭 벨트의 경우

•벨트의 접합부에 금속분이 혼입되어, 반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엔드레스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속 검출기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벨트가 금속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V가이드붙이 벨트의 경우

플랜지붙이 풀리를 사용 할 경우

• 컨베어가 반송방향을 변경하기 위해서 가동식인 경우는, 프레임의 틀어짐등으로 풀리의 평행도가 

나빠지게 되어 벨트의 주행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풀리의 레이아웃은 간단하게 하고, 풀리의 폭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넓게 해 주십시오. 

•벨트는 정·역 방향이 반드시 같은 곳을 주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풀리의 레이아웃은

심플하게

나이프 엣지의 경우

석션 벨트의 경우

약품이 묻었을 경우

저온 상태에서 사용 할 경우

고온 상태에서 사용 할 경우

식품 반송의 경우

• 각각의 벨트의 길이가 다르므로, 텐션풀리 1개로 전부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벨트의 장착상태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텐션풀리를 개별적으로 해서 대응 바랍니다.

• 벨트의 수가 많을 경우, 그 장력에 의해서 풀리의 휨이 발생하여, 그 결과 벨트가 중앙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풀리축을 두껍게 하거나, 또는 각각의 벨트의 근변을 베어링 등으로 지지 해 주십시오.

느슨하게 • 광폭 벨트의 경우, 크라운 높이를 너무 높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무래깅은 피하고, 벨트도 배면의 

마찰계수가 낮은 제품을 사용 해 주십시오.

• 벨트의 중앙부에서의 꺾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벨트의 장착은 가능한 한 느슨하게 해 주십시오.

• 풀리의 평행도 조정은 반드시 진행하여 벨트의 주행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벨트의 사이드슬러스트와

   편하중이 강하거나 하면 V가이드가 옆으로 벗어나거나, V가이드가 조기에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복잡한 레이아웃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V가이드가 조기에 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벨트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풀리에는 반드시 규정된 크라운을 설치하신 후 벨트의 주행조정을 행하여 주십시오.

• 플랜지만으로 벨트조정이 되면, 벨트의 편심이 발생하여, 그 결과 벨트의 측면손상 및 벨트가 플랜지에

   올라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접합부 방향이 나이프엣지에 거슬리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접합부가 나이프엣지에 

거슬리지 않도록. 

• 벨트에 석션용 홀 가공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접합부에의 가공은 피해 주십시오. 

• 벨트를 너무 강하게 장착하면 홀이 변형 될 우려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느슨하게 너무 강하게 장착하면

변형이 될 수도 있다.

• 벨트의 내약품성에 대해서는 P.35 에 기재하였습니다만, 벨트 수명에 크게 영향을 미칠수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약
품

물로 청소

•사용환경 온도는, 폴리우레탄 타입은 -20℃, PVC 타입은 -5℃입니다. 

•저온에서 PVC타입은 경화가 되어 잘 휘어지지 않으므로, 폴리우레탄 타입을 추천합니다. 

•내습열용 폴리우레탄 타입은 -3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환경 온도는, 폴리우레탄 타입이 80℃, PVC 타입이 70℃입니다.

•내열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SI 타입 또는 WP타입을 선택 해 주십시오.  

•특히 직접 부폐하기 쉬운 식품등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곰팡이의 발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용후에는, 식품찌꺼기 등을 청소, 소독하고, 수분을 잘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느슨하게

사용상의 유의점NLG TM



NITTA 
SlideSeal TM

NITTA SlideSeal TM의 뛰어난 성능과 특징을 소개 합니다.

높은 실링효과, 내구성·장착성에 우수한  

공작기계·산업기계의 접동 베드면의 정밀도와 접동 커버면을,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 

하는 실링재 「NITTA SlideSeal TM」. 샤프한 립으로 실링효과가 높고, 내유성·내마모성

에도 우수하며, 기계에의 장착 또한 간단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용 실적과, 고품질을 자랑하는 「NITTA SlideSeal TM」은, 공작기계를 시작 

으로, 모든 일반 산업기계의 성능향상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종류

「NITTA SlideSealTM」에는, 용도에 맞춰서 Slide Seal, Lip Seal, Telesco Seal, Cover Seal의 총 4

종류가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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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de Seal (슬라이드 실)

공작기계와 산업기계가 대형화·고속화 되면서, 다양한 사양이 요구되는 「Slide Seal」. 다년간의 풍부한 실적으로 보증되고 있는 품질,  

신뢰성이 높은 실링재로, 다양한 사양의 종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Lip Seal (립 실)  

다기능·고속화가 매년 진전되는 공작기계·산업기계의 판금커버 접동부의 실링성능 향상을 위해 개발된 「Lip Seal」은, 접동면에 대한  

추종성이 특출나며, 쓸어내는 효과가 우수합니다. 

■ Telesco Seal (텔레스코 실)

내구성이 우수하고, 소형으로써 작은 스페이스 이용에 부응하는 「Telesco Seal」은, 그러한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매치되어 폭넓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사양중에서 기계설계에 맞는 Telesco Seal을 선택 해 주십시오.

■ Cover Seal (커버 실)

공작기계가 고속화 되면서 절삭유와 칩의 비산이 도어의 내측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Cover Seal」은 , 도어가 열릴 때 내측에 부착된 절삭유와 칩을 빠르게 쓸어내어, 외부에 세지 않게 합니다.

2

Lip Seal 
(립 실)  

Cover Seal 
(커버 실)  

Slide Seal 
(슬라이드 실)  

Telesco Seal 
(텔레스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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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NITTA SlideSeal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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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sco Seal 치수표    
 

품번 전장 (mm) W (mm) B (mm) L (mm) T (mm) t1 (mm) t2 (mm) 추천 밀착량 (mm)

SH-8 600 16 6.5 10 3 2 1.5 1.3

SH-8-1200 1200 16 6.5 10 3 2 1.5 1.3

SH-10 600 21 9.3 15 5 2.3 2 1.8

SH-11 1500 18 10 10 6.1 1.6 2.3 2

SH-12 1100 17 8.7 10 5.7 2.3 0.7 0.5

SH-15 600 20.5 9 14 5 2 2 1.8

■Cover Seal (도어 개폐용 와이퍼) 치수표 
   

품번 전장 (mm) W (mm) B (mm) L (mm) T (mm) S (mm)

WP-25-18S 600 25 2 18.5 2 5

WP-25-18S-1200 1200 25 2 18.5 2 5

WP-34-20S 600 34 2 20.5 2 5

WP-34-20S-1200 1200 34 2 20.5 2 5

▶L 형 미니 타입 (75 X 125mm)     
         

타입 품번 W (mm) B·T (mm) L1 (mm) L2 (mm) ℓ1 (mm) ℓ2 (mm)

L

L-L-SSH-0 M 18 5 75 125 93 143

L-L-SSH-3 M 25 6 75 125 100 150

L-L-SSH-0 M-1.5C 18 5 75 125 93 143

L-L-SSH-3 M-1.5C 25 6 75 125 100 150

L-R-SSH-0 M 18 5 75 125 93 143

L-R-SSH-3 M 25 6 75 125 100 150

L-R-SSH-0 M-1.5C 18 5 75 125 93 143

L-R-SSH-3 M-1.5C 25 6 75 125 100 150

▶L 형 스탠다드 타입 (150 X 250mm)   
          

타입 품번 W (mm) B·T (mm) L1 (mm) L2 (mm) ℓ1 (mm) ℓ2 (mm)

L

L-L-SSH-0 18 5 150 250 168 268

L-L-SSH-3 25 6 150 250 175 275

L-L-SSH-0-1.5C 18 5 150 250 168 268

L-L-SSH-3-1.5C 25 6 150 250 175 275

L-R-SSH-0 18 5 150 250 168 268

L-R-SSH-3 25 6 150 250 175 275

L-R-SSH-0-1.5C 18 5 150 250 168 268

L-R-SSH-3-1.5C 25 6 150 250 175 275

LS

LS-L-SSH-0 18 5 150 250 132 232

LS-L-SSH-3 25 6 150 250 125 225

LS-R-SSH-0 18 5 150 250 132 232

LS-R-SSH-3 25 6 150 250 125 225

▶Z 형  
         

타입 품번 W (mm) B·T (mm) L1 (mm) L2 (mm) H (mm)

Z

Z-L-SSH-0 18 5 100 100 82

Z-L-SSH-3 25 6 100 100 75

Z-R-SSH-0 18 5 100 100 82

Z-R-SSH-3 25 6 100 100 75

■Lip Seal (판금용 와이퍼) 치수표         
 

타입 품번 전장 (mm) W (mm) B (mm) L (mm) T (mm) P (mm) 추천 밀착량 (mm)

LP

LP-10 300 12.2 3.8 8.2 2 5 1

LP-25 700 31.5 7.7 25 2 10 2

LP-22ST 600 28.5 11.3 18.5 3 13 3

LP-22ST-1200 1200 28.5 11.3 18.5 3 13 3

LP-16SS 700 27 16.4 13.5 3 20 3

LP-16SS-1200 1200 27 16.4 13.5 3 20 3

LP-21SS 700 32 16.4 17.5 3 20 3

LP-21SS-1200 1200 32 16.4 17.5 3 20 3

GW (고속대응) GW-LPV1 1000 30 9.5 18 3 14.2 3

            

타입 품번 전장 (mm) W (mm) B (mm) L (mm) T (mm) 추천 밀착량 (mm) 용도 및 특성

■ Slide seal(표준품) 치수표

▶스트레이트 형 

SS

SS-0  300 18 5 12.7 2.0 0.5

좁은 간격에도 장착가능
SS-3  300 25 6 18.4 2.6 0.5        

SS-4  300 30 6 23.4 2.6 0.5

SS-6  300 40 6 33.4 2.6 0.5

SSH

SSH-00  300 16 5 12.1 5.0 0.5

범용품으로써 가장 많이 사용

SSH-0  300 18 5 13.8 5.0 0.5

SSH-3  300 25 6 19.6 6.0 0.5

SSH-4  300 30 6 24.6 6.0 0.5

SSH-9  600 25 6 19.6 6.0 0.5

SSH-0-1100  1,100 18 5 13.5 5.0 0.5

SSH-3-1100  1,100 25 6 19.6 6.0 0.5

SSH-4-1100  1,100 30 6 24.6 6.0 0.5

SH

SH-00  300 16 5 12.1 5.0 0.5

보강재에 황동을 채용

내부식성 우수

SH-0  300 18 5 13.8 5.0 0.5

SH-3  300 25 6 19.6 6.0 0.5

SH-9  600 25 6 19.6 6.0 0.5

SG
SG-0  300 18 5 13.8 5.0 0.5 폴리우레탄 채용 

내마모성 우수SG-3  300 25 6 19.6 6.0 0.5

SHS
SHS-0  300 18 11 9.6 5.2 0.5

발열된 칩으로부터 고무립 보호
SHS-3  300 25 12 16.6 6.2 0.5

M
M-0  300 18 7 12.0 5.0 1 접동부의 단차 

강한 밀착 필요시M-3  300 25 8 19.0 6.0 1

GW
GW-SSH-0  300 18 5 13.5 5.0 0.5~1

고속대응
GW-SSH-3  300 25 5 20.5 5.0 0.5~1    

Global Network

회사명 │

창업 │ 1885년 3월 18일 

설립 │ 1945년 2월 10일

종업원수 │ 2,900명 (2018년 3월 31일 현재)

Corporation

   발행처 닛타 주식회사 한국사무소     제작일  2018년 9월 1일 

✽본 카다로그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 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

오사카 본사

동경 지점

나라 공장

나고야 지점

Gates Unitta Asia Trading company (Singapore) 

Manufacturing, processing, sales bases

Processing and sales bases

Sales bases

Headquarters and sales bases

제품 소개NITTA SlideSeal TM

Nitta Corporation of Holland

Nitta Industries Europe

Connect Conveyor Belting lnc.

Nitta Moore Mexico

Nitta Brazil

Nitta Corporation of America

Nitta Corporation India

Nitta Moore(Guangzhou) Tube co., Ltd.

Sanyu Industry (Hong Kong) co., Ltd. 
Sanyu Trading (Shenzhen) co., Ltd. 

Gates Unitta India company 

Guangzhou Nitta Moore ltoh Metal co., Ltd.
Nitta Moore technology (Guangzhou) co., Ltd.

Korea Nitta Moore

Taiwan Nitta Filter co., Ltd.

Gates Korea

Gates Unitta Tailand company

Gates Unitta Asia Trading company (Taiwan) 

Nitta Corporation of Guangzhou

Nitta Corporation (Tailand)

Nitta Corporation of Singapore

Nitta Mechatronics (Guangzhou) co., Ltd.

Nitta Korea Office
Gates Unitta Power

Transmission(Suzhou)

Nitta（Shanghai）Management Co., Ltd
Gates Unitta Asia Trading company (Taiwan) 

Europe

Asi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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