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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R 22 DESIGN SERIES VARIABLE
VOLUME VANE PUMP

VDR 22 DESIGN SERIES
가변토출량 VANE PUMP

30ℓ/min 14MPa

40ℓ/min 7MPa

①14MPa까지 안정, 고효율 운전

CAM-RING의 진동을 막는 BIAS
PISTON과, 압력유가 새어 나가지 않는
PRESSURE BALANCE 기구의 채택
으로, 고효율, 고압운전이 가능해졌으며
14Mpa까지 안정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②고정도를 실현한 순간 응답성

독특한 BIAS-PISTON 구조로, 응답성
이 향상. ON-OFF 또는 OFF-ON 때
모두, 재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어 순간

적으로 안정된 고정도의 작동이 가능합
니다.

③고압영역에서도 조용하고 안정
된 작동

조용하고 안정된 JOURNAL-BEARING
의 채용, BIAS-PISTON에 의한 3점
RING 지지방식의 채용, 더욱이 흡입토출
PORT의 형상개량 등으로, 운전음이 보
다 낮아져서, 고압영역에서도 진동이 없
는 조용하고 안정된 작동이 가능합니다.

④손실동력이 적다

당사의 독자적인 각종 새로운 구조의 기
구와 정밀가공기술이 더해져서 손실동력
이 특히 적어졌으며, 특히 FULL CUT-
OFF 때의 손실동력을 낮추었습니다.

⑤가혹한 사용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

NACHI의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탄생한 견
고한 구조. 여기에 엄선된 재료의 사용, 혼
을 들인 가공 등으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취급
①회전방향
이 PUMP의 회전방향은 모두 축의
끝에서 볼 때 우회전(시계방향)입니다.

②DRAIN
DRAIN 배관은 반드시 TANK 내 유면
아래까지 직접 배관하고, 배관저항에
의한 배압은, 0.03MPa이하로 해주십
시오. 또한 PUMP에 2개소의 DRAIN-
PORT가 있는 PUMP의 경우에는,
PUMP 설치 상태에 따라 높은 위치의
DRAIN-PORT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③토출량 조정
토출량 조정 나사는 오른쪽으로 돌리
면 토출량이 감소되고, 왼쪽으로 돌리
면 토출량이 증가됩니다. 조정할 때에
는 LOCK-NUT를 느슨하게 한 후,
토출량 조정을 행하여 주시고, 조정이
끝나면 LOCK-NUT를 확실히 닫아
주십시오. 유량조정나사의 회전각도
와 무부하 토출량 Q의 관계는 오른쪽
그림을 기준으로 하여 주십시오.

(다음페이지에 계속)

특  징

사  양

주) 1. 토출량은 1800min-1 무부하 시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2. 21 DESIGN 에서 22 DESIGN으로의 변경은, 축 부분의 KEY 폭을 종래의 3.2㎜에서 4.76㎜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3.2㎜ KEY 용

COUPLING을 사용할 경우, 단(段)붙이 KEY(VD31J-301000)를 사용하시거나, 다시 4.76㎜으로 COUPLING의 KEY 부분을 가공하여 주십시오.

형  식 용량
cm3/rev

무부하시 토출량ℓ/min 압력조정 범위
MPa{kgf/cm2}

허용 피크 압력
MPa{kgf/cm2}

회전속도min-1
질량
kg1000min-1 1200min-1 1500min-1 1800min-1 최저 최고

VDR-1A(B)-1A2-22

1A3

1A4

1A5

16.7 16.7 20 25 30

1.5~3.5  {15.3~35.7}

3   ~7     {30.6~71.4}

6.5~10.5{66.3~107}

9   ~14   {91.8~143}

14

{143}
800 1800 9

21

{214}

VDR-1A(B)-2A2-22

2A3
22 22 27 33 40

1.5~3.5  {15.3~35.7}

3   ~7     {30.6~71.4}

14

{143}
800 1800 9

형  식 HEAD 측 SHAFT 측 HEAD 측 SHAFT 측 회전속도min-1

질량
kgFOOT-TYPE

(FLANGE-TYPE)
토출량 
ℓ/min

압력조정 범위
MPa{kgf/cm2}

토출량 
ℓ/min

압력조정 범위
MPa{kgf/cm2}

허용 피크 압력
MPa{kgf/cm2} 최저 최고

VDR-11A(B)-1A2-1A2-22

VDR-11A(B)-1A2-1A3-22
30

1.5~3.5

{15.3~35.7}
30

1.5~3.5{15.3~35.7}

3   ~7   {30.6~71.4} 14

{143}
800 1800 17

VDR-11A(B)-1A3-1A3-22
3~7

{30.6~71.4}
3   ~7   {30.6~71.4}

VDR-11A(B)-2A2-2A2-22

VDR-11A(B)-2A2-2A3-22
40

1.5~3.5

{15.3~35.7}
40

1.5~3.5{15.3~35.7}

3   ~7   {30.6~71.4}
14

{143}
800 1800 17

VDR-11A(B)-2A3-2A3-22
3~7

{30.6~71.4}
3   ~7   {30.6~71.4}

SINGLE PUMP

DOUBLE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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