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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선언 / Conformity statement

(Article/Article 4 paragraphe/section 2 directive Européenne/European guideline 98/37/CE)
제조 업체 / The manufacturer: SKF Lubrication Systems France SAS - rue Robert Amy - 49400 SAUMUR (FRANCE)
선언되는 장비 / states that the following material:

SKF 윤활 시스템 외부 Vectolub  시리즈 VE1B

- 장치를 장착하기전 가이드 라인 98/37/ce와 해당국가 가이드 라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유럽 지침을 준수: 
 
 

 
 
 

                                                                                                                                       Certificat original, établi à/Original certificate, made in:  
                                                                                                                                       SAUMUR (Maine & Loire - FRANCE)  Date: 01 février 2006 
                                                                                                                                           Signataire/Signature 
                                                                                                                                          Fonction/Function

  
                                                                    uillaume AMILIEN
 Responsable Développement / Product Development Manager

적합성 선언

Ce matériel est étudié  pour être employé dans certaines limites de tension et installé selon les conditions précisées dans les documents accompagnant sa livraison. Son incorporation 
ou/et son assemblage doit être effectué conformément entre-autres aux règles EN60.439 "Équipement électrique des machines"./ The above-mentioned equipment was designed 
to be used within a defined voltage range, and under the conditions given in the literature provided in the delivery volume. The incorporation and/or assembly shall b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EN60.439 "Electric machines equipment", among others.

N° 73/23/CEE (19/02/73) modifiée par la directive/modified through 93/68/CEE (22/07/93) N° 89/336/CEE (03/05/89) modifiée par la directive/modified through 93/68/CEE (22/07/93) 
pour les composants électriques et/ou électroniques/As far as electric and/or electronic components are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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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소개

VE1B 시스템은 주목할만한 운영안전성과 서

비스 기간을 제공합니다.

SKF 중앙 집중식 윤활 시스템은 일반적 기술 

규칙과 작업안전 규칙, 안전사고 예방 규칙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위험한 작업의 경우 사용자의 부상, 기계의 손

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 및 

작동을 위해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고 진행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사용 설명서 주의

다음의 표시는 경고 표시로 특별한 위
험 또는 위험한 작업이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본 사용 설명서는 안전한 장소 그리고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보관 하십시오.

이 사용 설명서는 시스템의 일부분입니다. 

만약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함께 전달 되어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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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침

안전 지침

발생 가능한 손상을 방지하고 VE1B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안전 

지침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용도 및 기술적으로 완벽한 상태로 VE1B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위험 요소를 인지하

고 운영 매뉴얼을 준수 하십시오.

특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즉시 해결 

하십시오. 공급 되는 윤활유에 대한 안전 조치 

규정을 반드시 확인 하십시오. 

안전한 사용을 위해 SKF에서 승인 되지 않은 

부품 사용과 개조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승인 되지 않은 부품의 사용과 개조로 인한 인

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전기작업과 유지 보수를 위한 작업은 반드시 

숙련된자가 시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적철치 않게 연결 되어 있다면 인
적, 물질적 손상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 및 훈련된 자만이 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고 연결해야만 합니다.

전기가 인가된 VE1B 시스템에서 작업
할 경우 감전에 주의 하십시오.

작동중인 시스템에서 압축된 공기에 의
한 부상을 주의 하십시오.

무단으로 유닛을 개조하거나 인증되
지 않은 부속에 의한 고장이나, 신체
적, 물질적 보상은 보증 사항에서 제외
딥니다.

VE1B를 폐기할 경우에는 적절한 폐기 방법에 

의해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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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1B 시스템은 공압으로 작동하는 마이크로 

펌프와 분사노즐을 갖춘 중앙 집중식 윤활 시

스템에서 최소량의 정량을 공급합니다. 이러

한 목적 이외의 장소와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SKF는 목적이외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반드시 VE1B 유닛에 적합한 윤활유
를 사용하십시오. 인증되지 않은 윤활
유 사용시 심각한 신체적 손상과, 장치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SKF의 모든 제품은 본래의 목적으로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지
침을 그대로 읽고 따라야만 합니다.

모든 윤활유가 중앙 집중식 윤활시스템
의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SKF 이러한 
윤활유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
이 제공하는 윤활유를 테스트하는 서비
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SKF 윤활 시
스템이나 구성 요소는 가스, 액체 가스, 
용액의 가압 가스 , 증기 등의 유체와 함
께 사용하는 것을 허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위험물질, 특히 구성물질 분
류, 유럽연합 지침 EC 67/548/EEC, 제 
2조, 2항에 의해 위험으로 분류된, SKF 
중앙집중 윤활 시스템 및 구성 요소에 
대하여 SKF로부터 서면으로 작성된 문
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Lubricants

VE1B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점도범위의 윤활

유를 제공합니다. :

 ≐ 점도 범위 10~ 400 mm2/s 의 미네랄 또

는 합성오일, 생분해성오일, 식물성오일  

.

공인된 윤활유 목록은 

다음의 홈페이지 www.skf.com/lubrication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윤활유는 통상적인 

안준 규정에 적합하여만 합니다. MQL 시스템

에 적합한 윤활유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안전하다고 판단된 다른 윤활유를 사용

할 경우, MQL 오일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MQL 오일에 적합한 오일을 사용하십시

오. 또한 MQL 오일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확

인 하시기 바랍니다.

윤활유는 환경오염물질이므로 수송, 저장, 폐

기에 특별한 안전대책 필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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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과 보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육상, 해상, 항공 운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조한 상태 그리고 먼지가 없는 

환경에서 보관 됩니다. 보관 온도는 –10 °C ~ 

+40 °C. 입니다.

배송

배송

패키지를 받는 즉시 제품의 파손여부와 주문

하신 제품 또는 거래 명세서 상의 제품과 동일 

한지 확인 하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포장재를 보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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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VE1B 유닛은 여러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마

이크로 펌프 갯수(1 ~ 4 마이크로 펌프), 유량 

범위, 조정 방법과 재질. VE1B 유닛은 모든 마

이크로 펌프를 공압 펄스 발생기 또는 공압 솔

레노이드 밸브로 작동 및 작동 빈도수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VE1B 유닛은 기본으로 0.3리터의 리저버 또

는 별도의 리저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VE1B의 주문번호, 명판 및 거래명세서 상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VE1B는 공압 솔레노이드 밸브를 가지고 기

기의 작동 전압은 다음 전압 키 중 하나로 표

기 됩니다.  

•  +428: 230 V AC, 50/60 Hz
•  +429: 115 V AC, 50/60 Hz
•  +924: 24 V DC

버전

표 1 주문 키

 주문번호 V E 1 B  -  _  _  _ -  _  _  +  _  _  _ 

Control type
O = 없음

P = 공압 펄스 발생기
E = 공압 솔레노이드 밸브

Micropumps
A = 미터링 링 세팅, 3 to 30 mm3/stroke, 황동
B = 조절휠 세팅, 7 to 30 mm3/stroke, 황동
C = 미터링 링 세팅 , 3 to 30 mm3/stroke, 스테인레스 스틸
D = 조절휠 세팅, 7 to 30 mm3/stroke, 스테인레스 스틸
E = 미터링 링 세팅, 30 to 90 mm3/stroke, 황동
F = 조절휠 세팅, 30 to 90 mm3/stroke, 황동
G = 미터링 링 세팅, 30 to 90 mm3/stroke, 스테인레스 스틸
H = 조절휠 세팅, 30 to 90 mm3/stroke, 스테인레스 스틸

Number of micropumps
1, 2, 3 or 4

Reservoir
00 = 없음

10 = 0.3리터 리저버 포함

Voltage key

428 = 230 V AC, 50/60 Hz 
429 = 115 V AC, 50/60 Hz 
924 = 24 V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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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VE1B 유닛은 모든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킨 소

영 윤활 시스템 입니다.

그림 1 과 2 (→ page 9)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개의 VE1B 유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E1B 유닛은 1 ~ 4 마이크로펌프를 갖습니

다. 서로다른 마이크로 펌프 타입은 다음과 같

이 분류 됩니다. 

 ≐ 유량 :  small flow up to 30 mm3/stroke 

그리고 large flow from 30 to 90 mm3/

stroke). 

 ≐ 유량 세팅 방법 : 미터링 링 또는 조절휠.

 ≐ 재질 :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모든 마이크로 펌프는 동축라인 토출구의 반

대쪽에 위치하고, 에어와 윤활유는 빠른 연결

을 위해 두개의 퀵커넥터로 연결됩니다.퀵 커

넥터는 토출구 상부에 에어 호스 연결용, 하부

에 오일 연결용 퀵 커넥터 위치해 동일 라인으

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출구는 에어 압

력 조정기가 있어 필요에 따라 압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닛은 사용자의 압축공기 시설을 통하여 연

결 합니다. 압축공기 입력 포트는 G 1/4 이며 

반대쪽 윤활유 주입구 역시 G 1/4로 외부 분

리된 리저버와 연결할 수 있고 0.3리터 투명한 

리저버 또는 그 외의 리저버를 직접 장착할 수

도 있습니다..

VE1B 유닛은 마이크로 펌프의 작동 빈도수 조

절과 작동을 위해 공압 펄스 발생기 또는 공압 

솔레노이드 밸브를  갖습니다. 

유닛의 고정은 표준 레일과 클립 또는 자석을 

이용하여 머신 프레임에 직접 장착할 수 있습

니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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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리저버 0,3L

마이크로 펌프 

조정 휠

공압 펄스  

발생기

carrier air  
pressure  
regulator

동축 토출구

마이크로 펌프 

미터링 링

솔레노이드 밸브

윤활유  

주입구

그림. 1 VE1B-PB2-10 그림. 2 VE1B-EA4-00+428

에어 주입구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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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H
1

H
2

90

95

VE1B 유닛 전체 사이즈

마이크로 펌프
갯수

H1 H2

1 26 122

2 45 141

3 90 186

4 90 186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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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VE1B 유닛이 작동될때 압축공기(5 ~ 8 bars) 

와 윤활유(0.1 ~ 0.5 bar)가 함께 공급됩니다.

VE1B 유닛은 유닛에 직접 장착된 리저버 또는 

분리된 리저버로부터 윤활유를 공급 받습니

다. 윤활유는 유닛 본체를 통해 공압으로 작동

되는 마이크로 펌프로 공급 됩니다. 모든 마이

크로 펌프의 작동 주파수(max. 3 stroke/s)는 

한개의 펄스 발생기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 조정 됩니다. 위 두 방법은 컨트롤러에 의

해 제어 됩니다. 마이크로 펌프의 유량은 미터

링 링 또는 조정 휠에 의해 조정 됩니다.

마이크로 펌프에 의해 공급되는 윤활유는 정

량으로 유닛 내부를 통하여 동축 토출구로 이

동되고 동축 라인의 내측 호스 안으로 흐르게 

됩니다.

에어는 사용자의 압축공기 시설에 의해 공급 

받습니다. 압축 공기는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

해 제어 됩니다. (option) 

압축된 공기 또한 유닛 내부를 통하고 두개 유

로로 분리 됩니다. 그중 하나는 마이크로 펌프 

작동을 위해 공급되고 다른 하나는 동축 라인 

토출구로 보내져 외측 호스를 통해 노즐 밖으

로 분사됩니다. 모든 토출구에는 압력 조정기

가 부착되어 압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압으로 흐르는 공기와 윤활유는 동축 라인

을 통해 노즐로 동시에 공급 됩니다. 운반되는 

에어는 노즐 안에서 소용돌이 칩니다. 그결과 

정량의 윤활유는 미스트가 발생하지 않고 미

세한 방울 (200 – 600 μm)로 분해 되어 마찰 

지점에 분사합니다. 이렇게 분사된 미세 방울

의 윤활유는 완벽한 코팅을 보장합니다.  

기능

1 2 3

1. 에어 이송
2. 오일 
3. 터뷸런스 구역

그림. 3 VE1B 유닛 분사 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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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주입구 연결

VE1B 유닛에 리저버가 포함되어 있진 않을 경

우,  윤활유는 외부 리저버 또는 중앙 집중식 

윤활 탱크로 부터 공급 받아야 합니다. ;

최대 윤활유 공급 압력 0,5 bar, 윤활유 주입

구 – G 1/4 – 유닛의 상부(→ 그림 2 page 9).

압축 공기 연결

VE1B 유닛 운영 범위 내의 최대 압력을 
초과 해서는 안됩니다.

압축 공기 입구 포트-  G 1/4, 윤활유 주입구 

반대편에 위치 (→ 그림. 2 page 9).

설치

세팅 하기

VE1B 유닛을 설치 하기전 포장재 및 완충제 

등을 제거 하십시오.(예. 열려 있는 토출구 보

호 마개, 포장용 스펀지 등)

VE1B 유닛은 습기 및 진동으로 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유지 보수

를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하기를 권

장합니다.

VE1V 유닛은 머신 프레임에 고정용 레일과 클

립 또는 자석을 이용하여 장착할 수 있습니다.

설치

윤활유 보충

반드시 SKF에서 인증한 오일 또는 그에 
적합한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부적절한 
윤활유 사용시 장치의 고장, 신체적 손
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리저버 주입구를 열고 윤활유를 보충 하십

시오.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윤활유만 보충 
하십시오.

 ≐ 리저버 주입구를 닫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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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축라인 내측 호스를 약 10cm 당겨 주십

시오.

 ≐ 외측 퀵 커넥터 안으로 내측 호스를 밀어 넣

어 하부 퀵 커넥터에 삽입하여 고정 하십시오.

 ≐ 정확하게 고정 되었는지 내측 호스를 살짝 

당겨 확인 하십시오.

 ≐ 동축라인 외측 호스를 상부 퀵 커넥터에 삽

입하여 고정 하십시오.

 ≐ 정확하게 고정 되었는지 외측 호스를 살짝 

당겨 확인 하십시오.

동축라인 연결 / 토출구

동축라인은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연결 
하십시오.

동축라인은 우선 유닛의 토출구에 연
결하고 그다음 노즐과 연결 해야만 합
니다. 

에어 호스는 투명, 윤활유 공급 호스
는 칼라 호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
니다.

동축라인은(from 1 to 5 m*) 토출구에 퀵커

넥터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 그림. 4).

하부 퀵 커넥터는 오일 공급 호스와 연결됩니

다. 상부 커넥터(오렌지 색)는 에어 공급 호스

와 연결 됩니다. 

*) 그 이상의 길이는 SKF 서비스 센터 또는 판매 대리점에 

문의 하십시오.

1. 상부 퀵 커넥터
2. 하부 퀵 커넥터
3. 동축 라인 외측 호스
4. 동축 라인 내측 호스

1 3

4
2

설치

그림. 4 토출구 단면도

그림. 6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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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 라인 연결 /  
분사 블럭

동축라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
춘 사람이 연결 해야만 합니다.

사전에 VE1B 유닛 토출구에 동축 라인
이 연결되어 있을경우 분사 블럭에 연
결할 수 있습니다.

유닛의 토출구와 노즐 사이의 길이는 1~5m 

입니다. 그 이상의 길이를 원할 경우 SKF 또는 

판매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1. 노즐
2. 튜브 끝 유니온 - nozzle
3. 튜브 끝
4. 고정 블럭 유니온 - end tube
5. 고정 블럭
6. 퀵 커넥터(외측 호스용)
7. 동축라인 내측 호스(Dia 3.2mm 오일)
8. 동축라인 외측 호스(Dia 8mm
9. 동축라인
10. 퀵 커넥터(내측 호스용)

노즐 설치

1/  • 튜브 끝(파이프 또는 마디호스)(3) 유니온(2)에서 노즐(1)을 풀어 주십시오.le 

 • 내측 호스(7)을 고정 블럭의 퀵 커넥터(6) 안으로 넣고 튜브 끝(3) 유니온(2) 밖으로 나오는지 확 
          인 하십시오. 

2/  • 동축 라인의 외측 호스(8)을 고정 블럭(5)의 퀵커넥터(6)에 삽입 하십시오.

 • 외축 호스(8)이 정확하게 고정 되었는지 확인 하기 위해 살짝 당겨 확인 하십시오.

 • 튜브 끝(3)의 유니온(2)에서 내측 호스(7)를 약 15~25mm 연장하여 잘라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작업 해야만 합니다. 

3/ • 내측 호스(7)을 노즐(1)의 퀵 커넥터(10)에 삽입 하십시오.

 • 내측 호스(7)이 정확하게 고정 되었는지 확인 하기 위해 살짝 당겨 확인 하십시오.

4/ • 튜브 끝(3) 유니온(2)에 노즐(1)을 잠궈 주십시오.

1 2 3 5 6 7 8 9

>15 / 25< 
mm10 그림. 8

그림. 9

그림. 10

그림.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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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연결

전기 연결

VE1B 유닛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설치 해야만 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

에 있는 주의 사항을 준수 하십시오.

솔레노이드 밸브 연결

배선은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전압에 따라 달

라 집진다. VE1B 작동전을 전압 키를 사전에 

확인 하십시오.

 VE1B 유닛의 작동 전압을 확인 하십
시오. 
회로 보호용 알맞은 용량의 휴즈를 사
용하십시오. 만약 용량에 맞지 않는 휴
즈를 사용할 경우 인적, 물질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VE1B 유닛 전압 키:

• +428 (230 V AC, 50/60 Hz) or
• +429 (115 V AC, 50/60 Hz)

+�

��

Fig. 11 솔레노이드 밸브 배선(AC 전압)

그림. 12 솔레노이드 밸브 배선(DC 전압)

VE1B 유닛 전압 키:

•	+924 (24 V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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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펌프 유량 조절

마이크로 펌프의 유량 조절은 조절휠로 조정

하는 방법과 사전에 미리 정해진 미터링 링을 

변경하여 조절하는 방법으로 분류 됩니다.

VE1B 유닛의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해
야만 합니다.

작업전 VE1B 유닛에 공급되는 압력을 
차단 및 감압하고 작업 해야만 합니다.

 18페이지 표 2는 마이크로 펌프
의 유량과 펄스 발생기의 주파수에 따
른 윤활유 소비량을 표시 하였습니다. 
(mm3 per minute) 

조절휠

VE1B 유닛 최초 공급시 최대 유량으로 
설정되어 공급됩니다.. 
모델에 따라 30 또는 90 mm3/stroke

 ≐ 보호 캡을 제거 하십시오.

 ≐ 유량은 왼쪽으로 돌리면 감소하고 오른쪽

으로 돌리면 증가합니다.

 ≐ 조정 휠 한바퀴는  5 (small flow) 또는     

15 mm3 / stroke (large flow)에 상응합니다.

처음 시작시 최대 유량으로 설정한후 
작동 시킬것을 추천합니다.(조절휠을 
완전히 오른쪽을 돌린 상태)

 ≐ 보호 캡을 다시 장착 하십시오.

미터링 링

VE1B 유닛이 공급될떄 다음과 같은 서
로 다른 미터링이 공급되어 집진다.  
(0, 3, 5, 10, 15 and 20 mm3 또는 0, 
30, 45 and 60 mm3).

마이크로 펌프에 미터링 링이 없을경우
에 최대 유량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모델에 따라 30 또는 90 mm3/stroke 

 ≐ 보호 캡을 제거한 후 홈에서 클립 뽑으십

시오.

 ≐ 기존 미터링 링을 뽑은 후 새로운 미터링 링

을 넣으십시오.

공급되는 미터링 링에 정량 표시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 클립을 홈에 끼워 넣고 보호캡을 장착 하

십시오.

그림. 13 Micropump with thumb wheel 그림. 14 마이크로 펌프 미터링 링

마이크로 펌프 유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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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펄스 발생기

공밥 펄스 발생기(Pneumatic pulse genera-

tor)는 모든 마이크로 펌프의 작동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는 펄스 발생기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피스톤 행정/ second.

그림. 15 펄스 발생기 세팅 값

 ≐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정 하십시오.

그림. 16 압력 조정기

마이크로 펌프 작동 중지

마이크로 펌프의 작동은 언제든지 작동을 중

지 시킬 수 있습니다.

조절휠에 의한 마이크로 펌프  : 완전히 왼쪽으

로 돌리십시오.

미터링 링에 의한 마이크로 펌프 : 현재의 미터

링 링을 “0” 미터링 링으로 교환 하십시오.

 ‘0’ 미터링 링은 매우 중요한 부속 이오
니 절대 잃어 버리지 마십시오.

1

2

마이크로 펌프 작동 주파수

에어 압력 조정 

모든 토출구는 에어 압력 조정기를 가지고 있

습니다. 각 노즐에서 필요하는 에어 압력을 각

각 증가 시키거나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 왼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증가 합니다.

 ≐ 오른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감소 합니다.

압력 조정기를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리
면 에어 공급은 차단됩니다.

 ≐ 실수 또는 임의로 변경되는것을 예방하기 

위해 잠금너트 잠궈 주십시오.

1. 에어 압력 조정기
2. 잠금 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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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rate table

표 2 마이크로 펌프 정량 설정과 펄스 제너레이터 주파수 에 따른 윤활유 유량 환산표, ( mm3/minute;; mm3 =0.001cc ) 

 설정값 마이크로 펌프 주파수 (pulse/minute)

(mm3/pulse) 2,5 6 8,5 10 20 30 60 90 120 150 180

 3 7,5 18 25,5 30 60 90 180 270 360 450 540

 5 12,5 30 42,5 50 100 150 300 450 600 750 900

 10 25 60 85 100 200 300 600 900 1200 1500 1800

 15 37,5 90 127,5 150 300 450 900 1350 1800 2250 2700

 20 50 120 170 200 400 600 1200 1800 2400 3000 3600

 25 62,5 150 212,5 250 500 750 1500 2250 3000 3750 4500

 30 75 180 255 300 600 900 1800 2700 3600 4500 5400

 45 112,5 270 382,5 450 900 1350 2700 4050 5400 6750 8100

 60 150 360 510 600 1200 1800 3600 5400 7200 9000 10800

 90 225 540 765 900 1800 2700 5400 8100 10800 13500 1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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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VE1B 유닛을 작동하기전에, 모든 외부 연결 

상태를 확인 하십시오.(리저버, 에어 공급, 윤

활 및 에어 배관...)

시작

 ≐ 일단 작동 후 VE1B 유닛에 윤활유가 잘 분

사되는지 확인 하십시오..

 ≐ 필요에 따라 마이크로 펌프 유량을 설정 합

니다.

 
마이크로 펌프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
하기위해 조절휠의 최소 유량을 
7 mm3/stroke.로 설정해야만 합니다.

 ≐ 필요에 따라 마이크로 펌프 작동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VE1B 유닛이 작동하면  언제든지 에어 압력 

조절기로 에어 압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빠

른 유속으로 윤활유를 미세하게 분무 하고 윤

활 지점의 표면은 균질하게 윤활 할 수 있습

니다.

공급되는 에어압력이 높을 경우 윤활 
입자를 미립자화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출

마이크로 펌프 토출

 ≐ 모든 마이크 펌프의 조절휠 또는 미터링 링

을 최대로 세팅 하십시오.

 ≐ 마이크로 펌프를 작동하여 윤활유가 공급

되면 노즐에서 토출되는 것을 확인 하십시오.

3개의 마이크로 펌프를 갖는 VE1B 유
닛의 경우 사용치 않는 마이크로 펌프
는 에어 압력 조정기를 완전히 오른쪽
으로 돌려 에어를 차단하십시오.

Commissioning

노즐의 교환

노즐 변경은 언제든지 다른 기능의 노즐로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절차

 ≐ 공급되는 압축 공기를 차단해 주십시오. 또

는 유닛의 압력 조정기를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려 주십시오.( 에어의 유량을 0으로).

 ≐ 윤활유의 공급을 차단해 주십시오. 마이크

로 펌프의 유량을 완전히 왼쪽으로 돌려 주십

시오.(또는 미터링 링 “0”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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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수리, 부품 교체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자 의해 
행해져야만 합니다.l.

 정비 작업전 반드시 공급 전원을 차
단하고 확인을 한 후 작업 하십시오. 

정비 작업전 공급 압력을 반드시 차단
하고, 배관내 압력은 완화한 후 작업 하
십시오.

표3.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하여 원인과 처

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처리방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SKF또는 가까운 구매처에 문의하십시오.

유지 보수

유지 보수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자에 의해 행해져야만 합니다.

정비 작업전 반드시 공급 전원을 차단
하고 확인을 한 후 작업 하십시오..

정비 작업전 공급 압력을 반드시 차단
하고, 배관내 압력울 완화한 후 작업 하
십시오.

VE1B  유닛을 올바르게 작동 되도록 하려면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 정기적으로 윤활유 저장탱크의 윤활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윤활유를 보충해 주 

    십시오.

 ≐ 정기적으로 외부손상과 누유상태를 확인 

    하십시오.

 ≐ 정기적으로 전기 연결 및 배관 손상에 대하 

    여 점검 하십시오.

 ≐ VE1B 유닛이 다시 작동되기 전에 발견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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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가능한 원인 처리 방안

노즐 토출구에서 윤활유가 나오지 않음.

 

윤활유 공급 문제 리저버 윤활유 레벨 체크 , 필요시 가득 채움.

리저버와 VE1B 유닛 사이의 호스 연결구 누유 확인, 필요시 단단히 조임 또는 연결구 교체.

부적합 윤활유 부적합 윤활유를 중앙 집중식 윤할 시스템에서 모두 비고 적합한 윤활유를 보충 하십시오.
폐유는 제대로 폐기해야만 합니다.

마이크로펌프 공급 불능 “펌프가 작동하지 않음” 참조.

배관 불량/노즐 동축 라인 연결구 확인, 필요지 단단히 조임 또는 연결구 교체.

리저버 콕 닫혀 있음(밸브) 콕(밸브) 확인후 열음.

노즐 토출구에서 에어가 나오지 않음. 일반적인 에어 공급 문제 VE1B 유닛의 에어 공급라인 연결구 및 호스 확인, 필요시 단단히 조임 또는 연결구 교체. 

VE1B 에어 공급 포트에 정확히 연결 되었는지 확인.

에어 압력 조정기 결함 또는 0 에 
세팅

압력 조정기 기능 및 압력 조정기 유량 조절 확인.

배관 불량/노즐 동축 라인 연결구 또는 동축라인 호스 확인, 필요시 단단히 조임 또는 부속품 교체.

동축 라인이 접혀 있는지 확인

마이크로 펌프가 작동되지 않음. 정량 조절 문제 마이크로 펌프 정량 설정 확인

마이크로펌프에 에어 공급 안됨. 일반적인 에어 솔레노이드 밸브 기능 확인 :
• 마이크로 펌프 전기 연결 확인.
• 마이크로 펌프 작동 상태 확인.

펄스 제너레이터 결함 또는 정확하
게 세팅 안됨.

펄스 제너레이터 세팅 값 확인.

결함

표 3.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하여 원인과 조치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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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품

예비 부품*

주문 번호 명 칭

PV.1975.0.30 Set of metering rings for micropump  (0 to 30 mm3)
PV.2063.0.90 Set of metering rings for micropump  (0 to 90 mm3)
PV-2126 Set of seals (tightness between the micropump and the base plate)
SY.9243 Pneumatic pulse generator
AC-4680+_ _ _ Solenoid valve 3/2 NC (air for the actuation of the micropump)
MOD-1001 Carrier air pressure regulator
PV-003-MOD Micropump, max. flow rate 30 mm3/stroke, adjustment with metering rings
PVR-003-MOD Micropump, max. flow rate 30 mm3/stroke, adjustment with thumb wheel
PVRI-003-MOD Micropump, max. flow rate 30 mm3/stroke, adjustment with metering rings, stainless steel
PVI-003-MOD Micropump, max. flow rate 30 mm3/stroke, adjustment with thumb wheel, stainless steel
PV-005-MOD Micropump, max. flow rate 90 mm3/stroke, adjustment with metering rings
PVR-005-MOD Micropump, max. flow rate 90 mm3/stroke, adjustment with thumb wheel
PVRI-005-MOD Micropump, max. flow rate 90 mm3/stroke, adjustment with metering rings, stainless steel
PVI-005-MOD Micropump, max. flow rate 90 mm3/stroke, adjustment with thumb wheel, stainless steel

*) 비완전 목록

부속품

주문 번호 명 칭

MOD-1016+_ _ _ General air solenoid valve
AC-3228-M Magnetic base
MOD-1011 Fixation rail and clips
RC.802 Quick connector Ø8, lubricant inlet
RC.803.N Quick connector Ø8, air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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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정지

작동 정지

일시적인 정지

VE1B 유닛을 오랜기간 동안 일식적으로 정

지 시킬 경우 운송 및 저장 챕터의 지침을 준

수 하십시오.

영구 정지

만약 VE1B 유닛을 영구적으로 정지 시키기 원

한다면, 윤활유가 포함된 부품에 대한 폐기 규

정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윤활유가 포함된 유닛을 SKF에 처리 의뢰할 

경우 처리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글 Page 24

951-130-441, edition 01/2012

기술 데이타

기술 데이타

VE1B unit

토출구 수  .............................................................................................  1 to 4
최소. 에어  입력  ..................................................... 400 Nl/min

................................................... 건조하고 필터링된 공기 (5 μm)

공급 에어 압력  ........................................................ 5 to 8 bars

공급 윤활유 압력  ................................................  0,1 to 0,5 bar

마이크로 펌프 유량

미터링 링 방식 (small)  .......  3, 5, 10, 15, 20 and 30 mm3/stroke

조절휠 방식 (small)  ...................................  7 to 30 mm3/stroke

미러링 링 방식 (large)  ...............  30, 45, 60 and 90 mm3/stroke

조절휠 방식 (large) ..................................  30 to 90 mm3/stroke 

최대. 펌프 작동 빈도수  ............................................. 3 strokes/s

윤활유  .....................................................  미네랄 또는 합성오일

...................................................................  biodegradable oil

점도 범위 (작동 온도에서)  ..............................  10 to 400 mm²/s

작동온도  ..............................................................  10 to 50 °C

고정레일  ............................................ EN 50035 ou EN 50022

Air solenoid valve 
유량 (at 6 bars)  ..................................................... 150 Nl/min

공급전원 ....................................  115 V AC – 50/60 Hz – 2,5 W

.................................................  230 V AC – 50/60 Hz – 2,5 W

........................................................................ 24 V DC – 1 W

보호등급  ........................................................................  IP 65

기계수명  .................................  1,5 × 107 swichting operations

공압 펄스 제너레이터

유량 (at 6 bars)  ..................................................... 170 Nl/min

기계수명  ....................................  1 × 107 swichting operations

빈도수(주파수)  .....................................................  0,04 to 3 Hz

※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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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서비스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기술 영업부 또는 판매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아래 웹사이트에서 판매 대리점 연락처를 찾

아볼 수 있습니다.: 

• www.skf.com/lubrication

• 대한민국 공식 대리점 
     www.woonamind.co.kr

• 대한민국 총판 
     www.vectolub.com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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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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