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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S SERIES SMALL VARIABLE
VOLUME VANE PUMP

VDS SERIES
소형가변 토출량 VANE PUMP

8cm3/rev

15ℓ
7MPa

①손실동력을 줄인 고효율운전

NACHI 독자적인 여러가지 새로운 구
조를 가진 VDR SERIES에서 이어받은
성능과, 정밀가공기술이 조합되어서 손
실동력이 줄어들고 특히 FULL CUT-
OFF 때의 손실동력이 대폭 감소하였습
니다.

②조용한 작동음

IP PUMP에 적용되어 입증된 JOURNAL-
BEARING을 채용하였고 또한 흡입토출

PORT의 형상개량 등으로, 운전음이 낮
아져서 고압영역에서도 진동이 거의 없
는 조용한 작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③소형이면서 SIMPLE한 구조
로 취급이 간단

작고 조용한 경제적 TYPE의 가변
VANE PUMP로, 취급이 쉬우며
SIMPLE한 DESIGN은, 유압 SYSTEM
에 폭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정확한 특성과 민감한 응답성

ON-OFF 때, OFF-ON 때 모두 신속
한 응답성을 발휘하여, 순간적으로 안정
된 고정도의 작동이 가능합니다.

⑤고효율과 오랜 수명을 보증하
는 견고한 구조

NACHI의 풍부한 경험, 실적과
KNOW-HOW로 태어난 견고한 구조.
여기에 엄선된 재료의 사용과 혼을 들
인 고정밀 가공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정된 고효율 운전이 가능합니다.

●취급
①이 PUMP의 회전방향은, 축의 끝에
서 볼 때 우회전(시계방향)입니다.

②DRAIN 배관은 반드시 유압 TANK
내 유면 아래까지 직접 배관하고, 배
관저항에 의한 배압은, 0.03MPa 이
하로 해주십시오.

③압력조정은, 조정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높아지고, 왼쪽으로 돌
리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④유량조정은 조정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유량이 감소하고, 왼쪽으로 돌
리면 증가합니다. 유량조정 나사의 회
전각도와 무부하토출량Qℓ/min의 관
계는 오른쪽 표를 기준으로 하여주십
시오.

⑤ 출하 때의 P-Q설정에 대해서(표준품)
·유량설정 = CATALOG의 지시형
식의 최대유량으로 설정되어 있습
니다.

·압력설정 = 아래표의 압력으로 설
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q×n×10-3

Q : 무부하토출량
q : 회전 당 용량
N : 회전수

회전 각도는 PUMP가 최대토출량 때의
유량조정나사 위치를 0°로 한 것입니다.
점선으로 나타난 수치는, 유량조정범위
의 하한치입니다.

⑥THRUST SCREW
THRUST SCREW는, 당사에서 조립
하고 조정할 때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임의 조작하지 마십
시오(단면구조도 B-4페이지 참조⑨)

⑦초기운전  PUMP를 처음으로 운전할
때에는, PUMP 토출 측을 무부하 상
태로 하고, 전동기의 기동 정지를 반
복하여, PUMP내부 및 흡입배관 내부
의 공기를 충분히 빼주십시오. PUMP
가 기름을 토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유압장치 회로 내부의 공기
의 배출을 위하여, 적어도 10분간은
무부하 상태 운전을 계속해 주십시오.

⑧작동유는 R&O TYPE, 내마모성
TYPE의 ISO VG32~68상당의 품목
(점도지수 90이상)을 사용하여 주십
시오. 또한 운전할 때의 동점도는
20~150㎟/s의 범위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⑨작동유 온도범위는 15~60℃입니다.
시동할 때의 유온이 15℃이하의 경우
에는 작동유를 따뜻하게 하거나, 저압
으로 유온이 15℃가 될 때까지 준비
운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위 온도는 0~60℃의 범위
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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