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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S SERIES
가변 용량형 PISTON PUMP

PVS SERIES
가변 용량형 PISTON PUMP

8.0~45.0cm3/rev
21MPa

특  징

PVS-0B는 소형, 경량화로 저소음을 꾀하여 3O-DESIGN이 되었습니다. 
PVS-3B는 폐지되었습니다. PZS-3B SERIES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PVS-1B-22, PVS-2B-45는 압력조정 3형을 추가하였습니다. (PVS-2B-45※3만 2O-DESIGN으로 됩니다.)

사  양

손실을 대폭 줄인 에너지 절약형

부하압력을 면으로 받아내는 NACHI독
자적인 반원통형 SWASH-PLATE 에
의해서 항상 안정적인 토출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토출량이 사라
짐과 동시에 부하 CYCLE에 따라 동력

을 유효하게 이용합니다.
에너지의 절약과 손실동력의 절감을 실
현한 “에너지 절약형”으로 유압에 대한
원가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POWER를 발휘하는 정숙형

SHOE, SWASH-PLATE, VALVE-
PLATE 등, 곳곳에 NACHI독자적인 저소
음기구를 채용하여 저소음화를 실현했습
니다. 특히 반원통형 SWASH-PLATE
에 의해 작동 특성이 안정화되어 운전음
이 조용합니다.

●사용법
●PUMP 설치, 배관상의 주의
①구동축과 PUMP 축의 연결에는
FLEXIBLE COUPLING을 사용하여
축에 RADIAL 하중 및 THRUST 하
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②PUMP의 축심은 구동축과의 편심오
차를 0.05mm 이하, 각도오차를 1˚
이내로 하여 주십시오.

③COUPLING과 PUMP 축 부분의 연
결 길이는 COUPLING 폭에 최소
2/3 이상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④ PUMP 설치대는 충분히 강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 주십시오.

⑤PUMP 흡입측 압력은 -0.03MPa
이상(흡입 PORT 유속은 2m/sec 이
내)으로 하여 주십시오.

⑥DRAIN 배관은 PUMP 본체의 최상

부보다 높게 올리고, RETURN 되는
부분은 단독으로 OIL-RESERVOIR
에 직접배관 해주십시오. 또한
DRAIN 배압이 0.1MPa 이하가 되도
록 아래 표를 준수하여 주십시오.

●작동유의 관리
①품질이 좋은 작동유를 사용하고 사용
시의 동점도(動粘度)는 20~200㎟/s
의 범위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R &
O형, 내마모성 형의 ISO-VG
32~68상당의 품목을 사용하여 주십

시오. 운전할 때의 최적 동점도 범위
는 20~50㎟/s입니다.

②사용온도범위는 5~60℃입니다. 기
동할 때의 유온이 5℃이하의 경우에
는 저압저속회전으로 유온이 5℃가
될 때까지 가열운전을 해주십시오.

③SUCTION STRAINER 는 여과정도
100㎛(150MESH)정도의 것을 사용
하여 주십시오.
RETURN LINE 에는 20㎛ 이하의
RETURN LINE 용 FILTER를 반드
시 사용하여 주십시오.(14MPa 이상
의 고압에서는 10㎛이하의 FILTER
를 추천합니다)

④작동유의 오염도는 NAS 10 등급 이
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 주십시오.

⑤사용할 때 주위 온도는 0~60℃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항목/형식 PVS-0B
PVS-1B

PVS-2B

배관 FITTING
SIGE 이상 이상

배관 내 구경 이상 이상

배관 길이 이하 이하

형 식 용 량
cm3/rev

무부하시 토출량 ℓ/min 압력조정범위
MPa

{kgf/cm2}

허용 PEAK
압력
MPa

{kgf/cm2}

회전속도min-1 질 량
kg

1000min-1 1200min-1 1500min-1 1800min-1 (최저) (최고)

PVS-0B-8 * 0-30
1
2
3

8.0 8.0 9.6 12.0 14.4

2~3.5{20.4~35.7}
2~7.  5{20.4~71.4}
3~14.5{30.6~143 }
3~21.5{30.6~214 }

25

{255}
500 2000 7.7

PVS-1B-16 * 0-(*)-12
1
2
3

16.5 16.5 19.8 24.7 29.7

2~3.5{20.4~35.7}
2~7.  5{20.4~71.4}
3~14.5{30.6~143 }
3~21.5{30.6~214 }

25

{255}
500 2000 10.5

PVS-1B-22 * 0-(*)-12
1
2
3

22.0 22.0 26.4 33.0 39.6

2~3.5{20.4~35.7}
2~7.  5{20.4~71.4}
3~14.5{30.6~143 }
3~21.5{30.6~214 }

25

{255}
500 2000 10.5

PVS-2B-35 * 0-(*)-12
1
2
3

35.0 35.0 42.0 52.5 63.0

2~3.5{20.4~35.7}
2~7.  5{20.4~71.4}
3~14.5{30.6~143 }
3~21.5{30.6~214 }

25

{255}
500 2000 21

PVS-2B-45 * 0-(*)-12
1
2
3-(*)-20

45.0 45.0 54.0 67.5 81.0

2~3.5{20.4~35.7}
2~7.  5{20.4~71.4}
3~14.5{30.6~143 }
3~21.5{30.6~214 }

25

{255}
500 2000 21

주) 1. 회전방향은, 축의 끝단을 보았을 때 우회전이 표준입니다. 좌회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하여 주십시오.
2. KEY-TYPE STRAIGHT 축이 표준입니다. SPLINE 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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