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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비에 있는 펌프를 클램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다음의 경우 사용 할수 있습니다:

	 1)	 적절한 압력 범위에서 작동한다.
	 2)	 적절한 흐름비를 가지거나		 	
	 			 허용가능한 흐름에 제한되어 있다.
	 3)	 허용가능한 유압유를 사용한다.
	 4)	 두가지 일을 하는데 충분한		 	
	 	 용량이있다.

어떤 크기의 펌프가 필요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시스템의	
모든 장치의 오일 용량을
더하세요.	여기에 추정되는 배관 부피를	
더하세요(특히 압력 가할 시 팽창하는 호스).	
이 총 수치가 파워 공급의	75%를 넘어서면	
안됩니다.	(만약 넘어서면 시스템 누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워크 서포트만	
시스템에서 사용한다면 스크류 펌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경우 에어/유압 부스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 또는	
팔렛트를 사용하는 픽스쳐에서는 통용되는	
파워공급이 필요하고 큰 펌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답변 드립니다.
	

시스템으로 가는 압력을 어떻게 
조절하나요?
	 Vektek	에어/유압 파워 공급은 인렛	
공압을 에어 안정기로 조절합니다.(Unless	
non-adjustable	is	noted	on	the	
drawing.) 전기 펌프 압력은 압력 스위치	
세팅을 변경하여 조절합니다.	모든	VEKTEK	
펌프는 계속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30초에 한번씩 펌프가 작동한다면	
문의하세요.

펌프가 3-5초 마다 커졌다 꺼졌다 
합니다. 어떡하죠?
	 리크가 있습니다.	내부의 클램프,	밸브	
또는 실린더일 수 있습니다.	리크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품을	
교체하거나 확장적인 트러블 슈팅을	
포함합니다.	문의하시기 전에	Fixture	
Document	Sheet(A-7)를 작성하여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선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유압유 ISO 32 그레이드 

Cat. No. 65-0010-01, 1 갤런
VektorFlo	유압유는 마모방지 첨가제를 더한 프리미엄 그레이드 석
유 베이스의 유체 입니다.	부식,	녹슴,	산화,	거품 방지제도 첨가되어	
있습니다.	VektorFlo® ISO	32	유압유는 다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

	 	 흐르는 점	 <5°F	(-15°C)
	 	 인화점		 >302°F	(150°C).…(PMCC)
	 	 점성	 22-320	cSt	@	104°F	(40°C)
	 	 	 4-24	cSt	@	212°F	(100°C)
	 아래의 오일중 하나를 사용중이라면 대체사용도 괜찮습니다.하
지만 사용전 이전 오일은 깨끗이 비워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Mobile	-	DTE	24	 	 	 Texaco	-	Rando	HD32
	 Shell	Premium	Oil	32	 	 Exon	NUTO	H32
	 Phillips	Magnus	A	 	 Conoco	Hydraulic	AW32
	 Lubriplate	H0-O	

ISO	32보다 높은 점성의 유압유를 사용하는 경우 싱글 액팅 장치
의 느린 복귀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블 액팅 장치
와 사용하세요.

유압유 ISO 46 그레이드 

Cosmolubric® HF-122 또는 동등한, 1 갤런

	 ISO	46	유압유는	Vektek	펌프와 호환 가능하고 인화성이 낮아	
용접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Vektek에서 기능과 씰 호환성에	
대해 충분히 테스트하였습니다.	VektorFlo®	ISO	46	유압유는 다음
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흐르는 점	 -60°F	(-51°C)
	 	 인화점		 579°F	(304°C).(COC)
	 	 동적 점성	 Typical	46	mm2/s	at		 	
	 	 	 104°F	/	40°C	

Shell	IRUS	DU-NA	46	(NF)를 사용 중이라면 대체사용하셔 도됩
니다

파워 서플라이

자주 묻는 질문, 오일 사양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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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동 시스템용
 전기없이 전력 간단한 유압 시스템에 상    
 점공기 라인 압력을 곱합니다.
 1:1 에서 54:1까지의 증압비 
 (Intensification ratio)의 범위를 갖습다. 
 수동 또는 전기 컨트롤 페키지가 
 가능합니다. 
 
 에어/유압 부스터는 한 개의 지그용 유압 펌프로 경제적 
입니다. 양 끝단판과 중간판은 에어 실린더와 유압유 저장조
(Reservior)가 동작 되도록 강화 에폭시 케이스를 지지 합니다.  
유압 피스톤은 유압유 저장조 속에 있는 철, 실린더 내부에서 작
동합니다.  복동 피스톤 설계는 부스터의 각 동작이 최고의 효율을 
얻도록 합니다.

주의: 한 개의 부스터는 한개의 동작 시스템에서만 사용될수 있습니  
 다.또한 부스터는 단독동작 파렛타이저 시스템에서 사용하  
 는 것은자제되어야 합니다. 부 스터는 수평과 수직으로 설치  
 할 수 있으나 수직방향 설치시에는 올바른 운전을 위하여 유압유  
 디스차 지 부 (discharge)가 윗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사양

모델번호 I증압비
유압유량 

(cm3)
Maximum Air 

Input

Air to Hydraulic Pressure Intensifiers

45-5000-00 11:1 156.9
8.5 bar 

(0.85 MPa)
45-5000-03 22:1 82.1
45-5000-06 40:1 46.2
45-5000-09 54:1 34.7

파워 서플라이

콤팩트한 공기/유압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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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동 시스템용
 전체 패키지는 하드웨어를 포함한 VektorFlo®   
 부스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필터, 레귤레이터, 자동 드레인, 압력게이지,   
 체크밸브, 솔밸브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압축공. (고객 용품 공기 빠른 연결.)
 220 volt 나 DC24V 의 사양이 있습니다
 에어라인이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클램핑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 내부 체크 벨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양

모델번호 유체 용량 I증압비

공압 에서 유압 강화기 

45-5000-00
180 cm3

    11:1 Booster 
45-5000-01     11:1 Booster With Manual Control
45-5000-02     11:1 Booster With 24 VDC Control
45-5000-03

90 cm3
    22:1 Booster 

45-5000-04     22:1 Booster With Manual Control
45-5000-05     22:1 Booster With 24 VDC Control
45-5000-06

50 cm3
    40:1 Booster

45-5000-07     40:1 Booster With Manual Control
45-5000-08     40:1 Booster With 24 VDC Control
45-5000-09

40 cm3
    54:1 Booster 

45-5000-10      54:1 Booster With Manual Control
45-5000-11     54:1 Booster With 24 VDC Control

ILMV550001 REV B

주의: 한 개의 부스터는 한 개의 동작 시스템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스터는 단동 동  
 작 파  렛타이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  
 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부스터는 수형과  
 수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수직 방향 설치   
 시, 올바른 작동을 위하여 유압유 탱크부  
 가 윗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파워 서플라이

컨트롤 패키지 사양으로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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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싱글 픽스처와 작은 팔레스  
 시스템에 적합
	소음 레벨 4ft에서 75 dB
	다른 제품 보다 3배 긴 수명

	싱글, 더블 액팅 시스템에 적합 
	벨브가 펌프에 직접 설치나 멀리에 설치가  
 가능하며 , 외부 서브 플레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싱글 액팅 시스템 전용
	내장형 제어 밸브, 외부 밸브 필요없음 마운트  
 하드웨어 포함 
	쉽게 손이나 발로 조작가능. 트레들이 눌리지 
	않으면 펌프 작동 안함

컴팩트 에어/유압 펌프

필요한 밸브  45-5820-01

컴팩트 에어/유압 트레들 펌프

수동 45-5820-02

컴팩트 에어/유압 펌프

모델번호 레저보어 용량 에어 인풋 
압력 유압 

 게이지
마운트  
옵션 무게 

전체 리터 실사용 리터 Min. Max.

45-5820-01
수평 2.4 수평 2.1 2.76 

bar
5.86 
bar

138 to 
345 bar

수평
(보이는대로)

7.4 kg
수직 2.2 수직 1.5

수직
(에어 인렛 위로)

45-5820-02
수평 2.4 수평 2.1 2.76 

bar
5.86 
bar

138 to 
345 bar

수평  
(보이는대로) 7.4 kg

수직 2.2 수직 1.5 수직
(에어 인렛 위로)

주의: 스풀 벨브의 사용시  vektek 펌프의 워런티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Pr
es

su
re

(b
ar

)

Flow (l/min) at 5.86 bar Air Pressure

PRESSURE/FLOW

파워 서플라이 

컴팩트 에어/유압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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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인 워크홀딩 펌프 

매우 낮은 이산화 탄소 배출량 

 오랜 지속과 간편하게 선진 워크홀딩 펌프의 사용이 
멀지 않았습니다.내구성이 있는 2-stage디자인의 이 
펌프는 낮은 순환 주기나 또는 높이 요구되는 순환이 될 
때까지 정지되어 있습니다.펌프와 밸브의 수명 연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이 높은 압력의 출력과 낮은 압력의 
복귀는 여과기를 통과합니다.18.9 리터의 저장소와 함께 
오버사이즈의 충전 튜브가 간단하게 충전되도록 합니다.  
 에너지 절약- 수요에 따라서 가동 
 간편한 모듈식,필요한 디자인 옵션 설정 가능
 대부분 대중적인 설정을 위한  편리한 팩키지,   
 전체의 옵션은 기본으로 장착
 자동적인 낮은 오일 레벨 보호
 절전을 위하여 디자인되었으며, 요구되는 압력과   
 VFD 모터 제어를 사용.
 조정 없이 높은 또는 낮은  가동 시간까지    
 멈춰있음

사양

모델번호
펌프 흐름 비율 /

(Liters)
펌프 압력 범위 

(bar)
저장소 용량  
 (Liters)

오일 점도 cst 
@ 40도

기본 무게 
(kg)

Basic Stage 1 Stage 2 Stage 1 Stage 2 Gross Usable Min to Max No Valves

45-95X5-XX 5.7 0.84 0-48 48-350 18.9 13.2 22 to 46 72.6

2X 203.2

177.8

304.8
2X 355.6

2X 457.2

743

314.5 20.6

648.2

ILMV459501 REV C
BASIC PUMP UNIT (SHOWN WITHOUT VALVES

SEE PUMP CONFIGURATION SECTION FOR VALVE OPTIONS

ELECTRONIC
PRESSURE

SWITCH

VERTICAL LIFT HANDLE

2X HORIZONTAL
LIFT HANDLES

VFD & POWER
CONTROL BOX

4X RUBBER FEET
1/4-20 MOUNTING HOLES

DRAIN PLUG

OIL LEVEL
SIGHT GLASS

PRESSURE PORT
G1/4 FEMALE

RETURN PORT
G1/4 FEMALE

PENDANT I/O BLOCK

RETURN LINE FILTER, VISUAL INDICATOR
OPTIONAL ELECTRONIC INDICATOR

OIL LEVEL SWITCH OR
OPTIONAL OIL LEVEL / TEMPERATURE SWITCH

LARGE FILLER / BREATHER

PUMP MANIFOLD
USE WITH 

OR WITHOUT 
STACKING VALVES

ON/OFF/JOG
CONTROL SWITCH

FAULT INDICATOR LIGHT
RESET BUTTON

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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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kW 선진,고효율, 워크 홀딩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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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MV459506 REV C

Pump/Machine Tool Interface Cable
Up to 6 Independent Valve Circuits

Oil Level / Temperature Switch

Electronic Filter Clog Indicator

Accumulator

Check Valve

Manual 
Operated Valve

Mechanical Pressure Switch

Pressure Reducing Valve

Solenoid Operated Valves
2/3 or 3/4 

Electronic Pressure Switch

Pendant Switch
for Solenoid
Valve Control

5 Electrical Service Inputs Available
for Worldwide Power Requirements

Valve Wiring Cable

Replacement Filter
Order # 31-0500-18

2-Hand No-Tie-Down
Control Module

워크홀딩 펌프 옵션

펜던트 스위치 또는 장비 제어 옵션 

모델번호 Description

펜던트 스위치 제어( 펌프의 첫번째 벨브 1개 포함)

95-5955-37 펜던트, 1.8 m., 2/3 Valve, NO, (On/Off)
95-5955-38 펜던트, 1.8 m., 2/3 Valve, NC, (Off/On)
95-5955-39 펜던트, 1.8 m., 2/3 Valve, NC, (Off/Momentary On)
95-5955-40 펜던트, 1.8 m., 3/4 Valve, CC or PBC, (On/Off/On)
27-7422-03 펜던트 연장 케이블, M12, 5 m.
27-9422-02 펜던트 연장 케이블, M12, 10 m.
95-5950-15 2-Hand No-Tie-Down Control Module (Decoupled Systems)

CNC Machine Control
* 펌프/장비 툴 접촉 케이블, 24 or 36 Pin, 5 m.

95-5954-50 Valve Wiring Cable, 1 Valve, M12, 5 Pin, 5 m.
ILMV459505 REV B

리턴 라인 필터 
모델번호 Type

31-0500-18 교체 필터터 Cartridge
ILMV459505 REV B

Pump Add-on Options
(Contact your sales representatives for details.)

 Valve Wiring Cable (one for each valve).
	Pump/Machine Tool Interface Cable  
 (all pump control in one cable)
	Tempurature switch upgrade to oil level switch.
	Electronic clog indicator upgrade to visual return line filter.
	Mechanical pressure switch (no power required). 
	Electronic pressure switch (24V power required).
	Manual or solendoid directional control valve functions.
	Check Valve (for multiple manual valves in stack).
	Pressure reducing valves for each circuit. 
	Accumulator (for small or low pressure systems).
	Extra pendant switches (1 supplied with each different  
 solenoid valve on pump for setup and testing). 
	2-Hand No-Tie-Down Control Module (for use with decoupled   
 systems only)

J-6

파워 서플라이

.75 kW 선진, 고효율, 워크 홀딩 펌프 특징과 악세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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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트 펌프- 제어 벨브 불포함 
No. of 
Valves

200-240 
VAC 

1 Phase

200-240 
VAC 

3 Phase

380-500 
VAC 

3 Phase

벨브 타입: 매니폴드
• 중심 혹은 조정 전압 서플라이  "P"(압력 출력)과 

"T"( 탱크 복귀 흐름) 포트만 가능.

0 45-9565-00 45-9575-00 45-9595-00
• 벨브는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가까이 

설치되며, 종종 장비가 제어됨
• 보통 2 장비의 사이 혹은 뒤쪽에 설치됨
• remote shear seal 혹은 poppet 스타일 zero 

leak vale가 요구됨
• off board valve 제공

싱글 액팅/지속적 연결 -S/A 라이브 시스템

벨브 타입: 수동 2- position 3- port
• 연결 또는 비연결로 사용 가능

1 45-9565-12-1 45-9575-12-1 45-9595-12-1

• 지속적인 연결 가동 또는 싱글 호스 공급 비연결 
시스템을 추천 system. 

•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수동벨브 핸들 방식 
handle.

• 펌프는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 

벨브 타입: 24VDC 2 -position 3- port  
• 지속적인 연결 가동 또는 압력 시간이  비압력 

시간을 초과한 곳의 싱글 호스 공급 추천

1
2
4

45-9565-23-1
45-9565-23-2
45-9565-23-4

45-9575-23-1
45-9575-23-2
45-9575-23-4

45-9595-23-1
45-9595-23-2
45-9595-23-4

•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리모트 팬던트 혹은 
장비의 콘트롤러로 연결 가능 

참조:
벨브가 동력을 언클램프로 동력을 공급하는 팔레
트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밸브가 가공으로 열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언클램
프 시간이 초과될 것입니다. 

더블 액팅 지속적인 연결- D/A 라이브 시스템

벨브 타입: 수동 3 position 4 port 막 힌 센터 폐쇄 센터 
• "라이브"시스템 지속적인 연결을 추천.

1 45-9565-16-1 45-9575-16-1 45-9595-16-1
• 로터리 유니온 혹은 호스를 써서 항상 픽스처로 

연결
• 작업자의 인터페이스는 수동 벨브 핸들
• 펌프는 작업자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 

24 VDC 3  position 4 -port 폐쇄 센터
• "라이브"시스템의 지속적인 연결을 추천

1
2
4

45-9565-26-1
45-9565-26-2
45-9565-26-4

45-9575-26-1
45-9575-26-2
45-9575-26-4

45-9595-26-1
45-9595-26-2
45-9595-26-4

• 로터리 유니온 혹은 호스를 써서 항상 픽스처로 
연결

• 벨브가 전원이 끊길 때 센터 위치가 클램프의 
움직이지 않음 가능하게 함

• 작업 자 인터페이스는 리모트 팬던트나 장비의 
콘트롤러와 연결 가능 

ILMV459503 REV CNOTE: 525-600V, 3-Phase service input pumps are available
upon request for all convenience packages and configurations of
45-9585-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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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트  감결합기( 1 호스) S/A
No. of 
Valves

200-240 
VAC 

1 Phase

200-240 
VAC 

3 Phase

380-500 
VAC 

3 Phase

밸브 타입:  수동 2 position 3 port
• 연결 혹은 비연결 사용 가능

1 45-9565-12-1 45-9575-12-1 45-9595-12-1
• 지속적인 연결 가동 또는 싱글 호스 공급 비연결 

시스템을 추천
• 작업자 인터페이스는 수동 벨브 핸들
• 작업자가 찾을 수 있는 곳에 펌프 설치

밸브 타입: 24VDC 2 position 3- port 평상시 폐쇄 "Dump Pump" 
• 싱글 액팅 연결 시스템

1 45-9565-25-1 45-9575-25-1 45-9595-25-1

• 밸브를 콘트롤 팬던트와 설치하여서 파워 
시스템을 셀프 폐쇄 감결합기와 tombstone 탑 
플레이트를 사용.

• 일반적으로 "dump pump"라고 부르며,순간 
연결 팬던트 스위치를 사용.

• 사전조정 압력은 밸브를 자동으로 
shift와 dump압력을 탱크로 돌아가게 함

• 작업자 interface는 조정 팬던트에 의하여 혹은 
장비에 연결하여서 가능함.

밸브 타입: 24 VDC 2- position 3 port 평상 시 폐쇄 
• 싱글 액팅 라이브 시스템수동 팔레드  감결합기, 

Tombstone

1
2
4

45-9565-24-1
45-9565-24-2
45-9565-24-4

45-9575-24-1
45-9575-24-2
45-9575-24-4

45-9595-24-1
45-9595-24-2
45-9595-24-4

•  탑 플레이트 와 셀프폐쇄(1호스) 감결합기

• 작업자 interface는 리모트 펜던트에 의하여 
되며, 장비 콘트롤러 연결로 할 수 있음

참고:
모든 비결합된 밸브는 비사용시에 사이클시 
열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전원이 끊김.

팔레트 감결합기(2 호스) S/A 혹은 D/A

밸브 타입: 수동 3 position 4 port P-block
• 더블 액팅 혹은 싱글 액팅은 라이브 혹은 비연결로 

작동

1 45-9565-17-1 45-9575-17-1 45-9595-17-1
• 자동 꺼짐 팔레트 감결합기

(2 호스 시스템)
• 작업자 interface 는 수동 밸브 핸들
• 픽스처 테스트를 위한 최상의 선택은  대부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법 systems.

 밸브 타입: 24VDC 3-Position 4-Port P-Block 센터 와 A&B 
 각각의회로 압력 조정

• 압력을 클램프 혹은 클램프 측면의 회로을 줄여줌 

1 45-9565-28-1 45-9575-28-1 45-9595-28-1

• 1개 혹은 2개의 수동꺼진 감결합기  사용사용
• P-block 센터 밸브 양쪽 라인에서 결합과 비결합 

호스로 압력을 줄여줌 
• 작업자 interface은 리모트 팬던트 혹은 

장비콘트롤러와 연결됨
• 배열은 다른 압력에서 두개의 각각 시스템을 

작동하여서 사용 가능
밸브 타입: 24VDC 3-Position 4-Port P-Block

• 듀얼 혹은 싱글 액팅

1
2
4

45-9565-27-1
45-9565-27-2
45-9565-27-4

45-9575-27-1
45-9575-27-2
45-9575-27-4

45-9595-27-1
45-9595-27-2
45-9595-27-4

• 1개 혹은 2개의 수동꺼진 감결합기  사용
• P-block 센터 밸브 양쪽 라인에서 결합과 비결합 

호스로 압력을 줄여줌  
• 작업자 interface은 리모트 팬던트 혹은 

장비콘트롤러와 연결됨

ILMV459504 REV C
NOTE: 525-600V, 3-Phase service input pumps are available
upon request for all convenience packages and configurations of
45-9585-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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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nient cart used for transporting and safe containment of the 
 Advanced Workholding Pump
	This cart features easy to remove top and sides to access the pump
	Heavy duty welded steel frame construction and thick aluminum 
 sheet shielding
	Cart floor has recess for pump feet to prevent pump from walking
	Locking casters to keep your cart in place

Power Supplies

Power Boss

Pump Mobility Cart
Model No.
62-5595-00

J-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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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le Electric/Hydraulic Pump
 Extreme portability and easy pressure adjustment make this a versatile 
pump that can be fitted with quick connectors to serve as the power source for 
fixtures used in various plant locations. To ensure long, trouble-free service, 
VektorFlo® power supplies have been specially engineered to operate at 350 
bar, optimum pressure for power workholding. The pump automatically holds 
the pressure set on the pressure switch and automatically restarts should a 
pressure drop occur. The compact motor draws low amps at full pressure. 
Nothing is needed other than a hose to put this self-contained unit to work. 
	New enclosed motor housing eliminates entry of motor damaging
 environmental debris.
	New beefier motor extends life and runs quieter than the previous model.
 Builds to preset pressure, maintains continuous pressure until switched  
 off and will not release until electrically signaled. 
	Fully self-contained, yet easily portable, weighs only 14.5 kg with oil.
	Hydraulic pressure switch externally adjustable from 50 to 350 bar.
 Two-stage pump flows 2 liters per minute at low pressure;
 .2 liters per minute at maximum pressure.
	Integral safety overload valve, factory set at 390 bar.	
	Reservoir usable oil capacity: 1.8 liters.	
	Equipped with either 1-phase 115VAC or 1-phase 230VAC, 
 .25 kW motor.	
	Installed length of the pendant cable is 3 meters.

WARNING! The use of spool valves invalidates the warranty on VektorFlo® pumps.
* Double acting systems require the use of a remote valve and return line.  
 Valve information in section N. Available with G1/4 outlet port.

NEW 

Shown with  
Optional Filler Kit

파워 서플라이 

Portable .25 kW Electric/Hydraulic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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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 130

107

170 20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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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Approx

ILMV453201 REV C
Drain Port

1/4 NPT
Devices)

Acting
for Double

(Return Port
Fill Port

3/8 NPT
Vent Port
with
Dipstick

Port
Pressure

G1/4

Adjustable
Pressure
Switch

Solenoid
Valve

Remove rubber foot to
access threaded hole

4X M6x1 9

Standard

Premium

79

164

283

REMOVABLE
FILL CAP

120 X 108
MESH STRAINER
W/ .0089 WIRE

KIT INSTALLS
IN PLACE OF 
1/3 HP PUMP
DRAIN PLUG

ILMV453202  REV A

2X 160

2X 130

107

170 200

139
Approx

393
Approx

ILMV453201 REV C
Drain Port

1/4 NPT
Devices)

Acting
for Double

(Return Port
Fill Port

3/8 NPT
Vent Port
with
Dipstick

Port
Pressure

G1/4

Adjustable
Pressure
Switch

Solenoid
Valve

Remove rubber foot to
access threaded hole

4X M6x1 9

Standard

Premium

Specifications
Model  
No.

Pendant
Style

Cylinder
Action*

Valve
Type*

Cylinder
Operation

Motor Pump Flow
/Minute

Reservoir
Capacity

.25 kW, 50/60 Hz 15 Bar 350 Bar Gross Useable

45-3221-32 Standard

Single or 
Double

2-Way/3-
Port

Electric

Advance, 
Hold,

Release

1-PH, 115VAC, 7A

2.0 L .2 L 2.0 L 1.8 L
45-3221-34 Premium

45-3221-36 Standard
1-PH, 230VAC, 4A

45-3221-38 Premium

Optional Filler Kit
Model No.
62-5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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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몸체와 블록 몸체 스타일
 작은 시스템을 간편하게 설치가능한    
 저렴한 파워 서플 라이어
 수동 클램핑 픽스처에서 사용 시 이상적으로   
 워크서포트를 작동 시킵니다. 
 고강도 나사는 정밀 "너트 러너"를 통하여 빠르고   
 정확한 작동이 가능합니다.
 최대 RPM = 500
 블록스타일 볼트를 내려, 나선형     
 몸체장치는 벌크-해 드의 두개 락너트를    
 이용해 장착가능합니다. 

최대 유압 .................................350 bar (35 MPa)
Max. Displaced Oil .................................26 cm

3

Oil Displacement per revolution ..............2.1 cm
3

몸체 .................................... 블랙 하드코팅 Steel
스크류 .........................................경질 크롬 도금
주: 스크류 펌프에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종류의 호스를 사용해도 무방

블록 몸체  
스크류  펌프

모델번호

45-5890-00

나사 몸체  
스크류  펌프 모델

모델번호

45-5890-01

적용된 토르크의 가능
한 output 압량

토르크  
(Nm)

유 압
(MPa)

13.5 70 bar (7)
27.0 140 bar (14)
34.0 205 bar (20.5)
40.5 275 bar (27.5)
47.5 350 bar (35)

50 Nm 이상의 토르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초과 트로크는 스크류 펌프를 손상 시킬 수 있
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스크류 펌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