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eel Cleaner
대차바퀴 세정기 제안서

(Wheel Cleaning Machine)



대차바퀴세정기
소개

현장 내를 이동하는 대차바퀴의 이물(기름때)를

간편하게 세정하는 전자동 세정장치 입니다.

전자, 반도체, LCD, 자동차 부품회사 등 클린룸이 구축된

전 사업장에서 설치 가능하며

다양한 이물의 현장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현장이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특징 우수한 세정력과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명이 긴 브러쉬가 적용되어 있어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대차 투입 시 센서에 의해 브러쉬를 구동시켜 습식으로

대차 바퀴를 세정합니다.

대차 무게에 따라 슬로프, 매립 타입을 선택 하실 수 있으며

적용 가능 휠 폭을 현장 대차 바퀴 폭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작업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와 긴급정지 장치를 장착 했습니다.



대차바퀴세정기사양

재질 SUS304

치수 1720(W) x 650(D) (mm)

전압 & 소비전력 AC 220V, 60Hz / Max 200W

교류개폐기용량 20A

세정방식 / 제어 습식 / 전자동

적용가능휠폭
205mm~1030mm

(사업장에맞게제작 가능)

허용중량 Max 250kg

THC-990KD(매립형)

재질 SUS304

치수 2100(W) x 3430(D) x 190(H) (mm)

전압 & 소비전력 AC 220V, 60Hz / Max 200W

교류개폐기용량 20A

세정방식 / 제어 습식 / 전자동

적용가능휠폭
450mm~1350mm

(사업장에맞게제작가능)

허용중량 Max 250kg

THC-990KU(슬로프형) [개발중]



대차바퀴세정기사양

재질 SUS304

치수 1280(W) x 3090(D) x 155(H) (mm)

전압 & 소비전력 AC 220V, 60Hz / Max 200W

교류개폐기용량 20A

세정방식 / 제어 습식 / 전자동

적용가능휠폭 205 ~ 750mm

허용중량 Max 100kg

THC-790K(슬로프형)



세정과정

THC990KD –매립형세정

THC790K –슬로프형세정

① 대차를 진입 슬로프쪽으로 진입합니다.

② 대차의 전면 바퀴가 세정부 진입 전 리미트 스위치를 누르면 셋팅 되어있는 시간동안 세정 브러쉬가 가동되며 대차바퀴 세정이 시작됩니다.

③ 전면 바퀴 세정이 끝나면 후면바퀴를 진입하여 세정합니다.

④ 세정 시 묻은 물기를 흡수 매트를 통과하며 제거 합니다.

① 대차를 진입 슬로프쪽으로 진입합니다.

② 대차의 전면 바퀴가 세정부 진입 시 설치 된 센서가 인식하여 셋팅 되어있는 시간동안 세정 브러쉬가 가동되며 대차바퀴 세정이 시작됩니다.

③ 전면 바퀴 세정이 끝나면 후면바퀴를 진입하여 세정합니다.

④ 세정 시 묻은 물기는 클린오일매트를 통과하여 제거합니다.



급· 배수방법

THC990KD –매립형급· 배수

THC790K –슬로프형급· 배수

① 세정부의 손잡이를 잡아 들어올려 줍니다.

② 브러쉬 부 밑 트레이에 물을 공급해 줍니다. 이 때 물이 밖으로 넘치지 않게 3분에 2정도 채워 줍니다.

③ 배수 시에는 전동 자바리를 이용 하거나 트레이를 들어 물을 버려 줍니다.

④ 급 · 배수가 완료되면 브러쉬 부를 닫아 사용 합니다.

① 급수탱크 내부에 총 4개의 수위 센서가 적용되어 있어 물 공급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수위가 조절 됩니다.

대차의 전면 바퀴가 세정부 진입 시 설치 된 센서가 인식하여 셋팅 되어있는 시간동안 세정 브러쉬가 가동되며 대차바퀴 세정이 시작됩니다.

② 전면 바퀴 세정이 끝나면 후면바퀴를 진입하여 세정합니다.

③ 세정 시 묻은 물기는 클린오일매트를 통과하여 제거합니다.



타이머셋팅방법

THC990KD –매립형타이머셋팅

THC790K –슬로프형타이머셋팅

① 제어부 박스 상부 커버 체결볼트 4개를 풀어 줍니다.

② 제어부 박스 내부의 타이머 셋팅 값을 수동으로 변경 합니다.

- 제조사 기본 셋팅 값은 2분 30초로 셋팅되어 있습니다.

- 타이머 셋팅값을 변경하기 전에 초(s), 분(m), 시간(h) 타이머 단위를 셀렉트 스위치로 맞춰 준 후 시간조정 다이얼로 원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③ 타이머 설정이 끝나면 상부 커버를 닫고 체결볼트를 조립합니다.

① 컨트롤 박스에 세정시간 설정 타이머의 모드 부분 나사를 돌려 초(s), 분(m), 시간(h) 을 맞춰 줍니다.

② 시간 조절 회전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초(s)
분(m)
시간(h)
선택 스위치

시간조정
회전다이얼

시간조정
회전다이얼

모드 설정
다이얼



대차바퀴세정기적용사례

THC990KD –매립형적용사례

THC790K –슬로프형적용사례



감사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춘대로 457번길 27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715호

Tel : 031-737-2350~4

Fax : 031-737-2355

E-mail : thc4261@daum.net

Web : taehoon-korea.com

주식회사태훈씨에스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