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ining
BOMAG 타이어 로라
BW 28 RH

(주) 남아 월드와이드
(주) 지니 아이엔티엘                             독  일  산                                       2017년 최신형



 

Product Overview

최고의 시야각(타이어 전방.후방 끝을 한눈에)



Maximum comfort & easy operatio

Product Overview

최상의 운전편의성
의자가 좌.우 회전까지 !!
운전은 조이스틱만으로 !!

클러치.기어.브레이크 NO !!



Pneumatic Tyred Roller

BW 28 RH (Latest model)

§ 강인한 헴머해드
디자인

§ 어느쪽에서도 좌우
타이어끝이 한눈에

§ 조이스틱 하나로
전후진 정지까지

세계에서 가장앞선
선진 디자인

8~28ton까지
편리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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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가장자리까지 가장 완벽한 다짐
신차의 디자인 철학
− 최적화된 타이어 중량 분배 설계
− 가장자리 타이어의 낮은 압력설계

경쟁사 타이어로라 가장자리 20 cm까지

조인트부분의 다짐기술

BOMAG 가장자리 5 cm까지







Application

Static compaction
넑넓은지역을 손쉽게, 빠른 작업속도

Rolling speed
두꺼운 층 작업시 3 – 4 km/h
더 얇은 층 작업시 6 – 10 km/h



 

Product Overview

편리한 정비성(엔진룸이 한눈에 !!)







Product Overview

편리한 정비성
지면에서 모든 유지보수 포인트가 OK



Product Overview

Display (모든 기능과 기계상태를 한눈에 !! )









Product Overview

속도계
1 – 실제주행속도
2 – 설정해 놓은 최고속도



Product Overview

첨가제 살수장치(유제,Emulsion)



 
 
 
 
 
 
 

Product Overview

8~28톤까지 무게 조정의 편리성 :
물탱크 350리터, 발라스트 물탱크 3000리터 별도

Ballast
roomBallast room 3 m³
available

Concrete plates 4x    750 kg
Steel plates 4x 1.500 kg

Underfloor plate 2x    700 kg



coverage

Why(왜) 4x4 타이어 인가?

다양한 지면을 위한 최적의 디자인

§ 바퀴의 중량분포가
균일해서 모든면에
다짐효과가 극대화

§ 오실레이션(진동)
.레벨 조정효과

§ 레벨 보정기가
있는 특수설계로
롤라가 기울지 않
토록 보호됨

§ 중앙과 끝면까지
효과가 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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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8륜의 우수한 다짐(반죽)효과. Why 4 X 4

samsung1
타이프라이터 텍스트
접촉면의 압력0.20 ~0.80 MPa

samsung1
타이프라이터 텍스트
압축 원리

samsung1
타이프라이터 텍스트
8륜 압축 원리틈이없이 지면기압 및 반죽효과가 매우우수하다타이어공기압과 타이어하중이 설계의 비법

samsung1
타이프라이터 텍스트
*표면드레싱효과탁월*부드러운아스콘의 사전압축효과우수*아스팔트 롤링의 끝마무리가 우수*얇은 과립형토양층과 접착성 토양층의 표면 마무리에도 매우 우수



ompensator to

로

세계적기업은 왜 7륜(3x4)를 사용하지 않는가 ?

7륜(3x4)은 근본적으로 타이어에 받는 부하율을 균일하게 설계할수 없는 한계가 있어
앞 타이어가 높을수밖에 없으며 중앙과 가장자리의 부하율이 균일하지 않다

§ 울퉁불퉁한 곳에서만
오실레이션이 작동하므로
토목에만 적합한 설계

§ Oscillation only

§ 롤라가 기울지 않토록
보호하는 레벨보정기가
없다

§ 중앙에만 집중적으
로 효과를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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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BOMAG vs 경쟁회사

다짐중첩범위: 2000 mm 다짐중첩범위: 1625.60 mm
다짐외 범위 : 75mm 다짐외 범위 : 6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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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델과의 비교

BOMAG SAKAI Atlas 
Copco CAT 비   고

타이어싸이즈 11.00-20 
18PR

14/70-20 
12PR

13/80 R20 8.5/90*15 최적

타이어 륜 4 X 4 3 X 4 5 X 4 4 X 5 최적

슬라이드의자 ü û ü ü 편리

연료/물탱크 200 / 3300리커 91 / 3900리터 210 / 3415리터 173 / 3785리터 충분

타이어 끝선 
시야확보

s
ü ü û û 편리

 엔진출력(hp) 135 74 121 132 최고



Technical data(제원표)

Dimensions

Fig.  1

A B H H2 K L W

3875 2042 2287 2996 283 4945 2070
(152.6) (80.4) (90.0) (118.0) (11.1) (194.7) (81.5)

Dimensions in millimetres
(Dimensions in inch)

Dimensions

Width with thermal aprons (optional equipment) 2220 mm
(87.4) (in)

Weights 중량

8500 kgOperating weight with ROPS (CECE) 캐노피 장착시 중량

(18739) (lbs)

8600 kgOperating weight with ROPS-cabin 캐빈 장착시 중량

(18960)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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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Weights 중량

28000 kgMax. operating weight 최대 설계 중량

(61729) (lbs)

Max. mean wheel load (CECE) 3500 kg
(7716) (lbs)

Travel characteristics 주행

Max. travel speed 19 km/h
(12) (mph)

27 %Max. gradability (depending on soil) 등판능력

Drive 엔진  136마력

DeutzEngine manufacturer  도이치엔진

TCD 3.6 L4Type 엔진명

FluidCooling 수냉식

Number of cylinders 실린더수 4

Rated power ISO 14396 엔진출력 100kW, 135ps 100 kW

Rated speed 2000 min-1

Electric system 전기

Voltage 12 V

Brakes 브레이크

Service brake hydrostatic

Parking brake Spring accumulator

Steering 핸들

Type of steering 2-point pivot

Steering angle +/- 30 °

Oscillation angle +/- 6 °

Oscillation of front wheels 4 °

Level compensation 100 mm
(3.9) (in)

3



Technical data – Noise and vibration data

Steering  핸들

Inner track radius (right hand/left hand turn) 6200/5700 mm
(244.1/224.4) (in)

Outer track radius (right hand/left hand turn) 8700/8700 mm
(342.5/342.5) (in)

Tyres 타이어

Number of tyres front / rear 4 / 4

Tyre size 11.00-20 18 PR

Air pressure min. / max공기압 최저.최고. 2.0 - 8.0 bar
(29 - 116) (PSI)

Filling capacities 연료탱크, 물탱크

200 lFuel (diesel)  연료탱크 200리터

(53) (gal us)

350 lWater 물탱크 350리터, 발라스트 물탱크 3000 리터 별도

(92) (gal us)

1.1 Noise and vibration data
The following noise and vibration data were determined in accord-
ance with the following guidelines under equipment specific condi-
tions and by using harmonized standards:
n EC Machine Directive edition 2006/42/EC
n Noise Emission Directive 2000/14/EC, Noise Protection Direc-

tive 2003/10/EC
n Vibration Protection Directive 2002/44/EC
During operation these values may vary because of the prevailing
operating conditions.

1.1.1 Noise data
Sound pressure level at the opera- LpA = 73 dB(A), determined acc. to ISO 11204 and EN 500.
tor's place

Guaranteed sound power level LWA = 104 dB(A), determined acc. to ISO 3744 and EN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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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남아  월드와이드            BOMAG. GmbH                   (주) 지니 아이엔티엘

THNAK YO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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