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모듈형  
펌프 기술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와  
적용 분야
VOGELSANG – LEADING IN TECHNOLOGY



신뢰성 높은  
성능, 다양한 
용도로 사용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 – 
광범위하고 다양한 펌핑  
작업에서 입증된 신뢰성

펌핑 작업은 대개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완성형의 견고한 고
성능 펌프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방해 물질(예: 슬러지, 도료 및 도
료, 화학물질, 폐수 또는 액상 분뇨)로 가득 찬 부식성의 손상을 일
으키는 점성 유체를 펌핑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입니다. 섬유, 덩
어리 및 이물질 또는 화학적 성질은 펌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플랜트를 완전히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불만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새
로 구입할 때마다 펌프의 비용 대 이익을 잠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 좋습니다.

엘라스토머 코팅 로터리 로브 펌프의 발명업체인 Vogelsang은 
늘 항상 품질, 기능 및 설계의 최적 조합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
습니다. 특정 용도로 구성된 당사의 펌프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뢰성 높고 내구성이 뛰어난 펌프 기술로 전 세계 벤치 마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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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의 개요

VX 시리즈

IQ 시리즈

VX100
소형 제품

VX215
강력한 제품

IQ112
범용 제품

VX230
고성능 제품

IQ152
고성능 제품

VX136
컴팩트한 범용 제품

VX186
견고하고 튼튼한 제품



당사 전문가에 문의하여 가장 적합한 로터리 로브 펌프 
설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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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는 비접촉, 회전식 용적형 
펌프입니다. 맥동이 없는 HiFlo 로터리 로브 덕분에 매우 낮은 
진동으로 매우 균일한 펌핑 성능을 발휘합니다. 독특한 설계로 
되어 있어 이 펌프는 이물질뿐만 아니라 건식 작동에도 잘 
견딥니다. 이송률이 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는 거의 모든 종류의 펌핑 작업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견고성
Vogelsang 펌프는 사용하는 데 사실상 제한이 없으며 심지어 
부식성 유체, 손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또는 점성 슬러지를 
펌핑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공간 절약형 설계
이 컴팩트한 펌프는 심지어 가장 좁은 공간에서도 모든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Vogelsang 펌프는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가 매우 쉽습니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며 쉬운 유지보수
Vogelsang 펌프는 작동과 유지보수가 쉽습니다. 이에 따라 가동 
중단 시간이 최소화되고 가용성이 높아지며 무엇보다도 작동 
비용이 절감됩니다. 

구동장치
기어식 모터에 의해 구동되거나 보다 컴팩트한 옵션으로써 
구동되거나 piggy-back type 모터가 장착된 벨트에 의해 
구동되는 디젤, 유압 및 전기 모터를 다양한 버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펌프는 항상 최적의 작동을 보장하도록 가변 
주파수 구동장치를 통해 제어 기능이 발휘되게끔 설계될 수 
있습니다.

제어 기술
점진적 제어 기술은 당사 로터리 로브 펌프의 성능과 효율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압력, 전력 소비 및 (선택적으로) 속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며 이들 사이의 상관 관계는 지능적으로 
연관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PCU(Performance Control 
Unit)는 부하를 자동으로 등록하며 적절히 정의된 제어 개입을 
사용하여 최적의 범위에서 펌프가 작동하도록 해줍니다.

PROFINET을 통해 제어 시스템이 상위 시스템과 신속히 
통신함에 따라 중앙 방식을 통한 세부 작동 데이터의 수집과 
평가가 가능합니다. OPC UA 인터페이스는 플랫폼과 독립적인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와 장점

서비스 및 유지보수 친화적: VX 및 IQ 시리즈의  
로터리 로브 펌프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의 장점 살펴보기

•  컴팩트한 설계로 최소 공간만 필요

•  흐름 방향의 가역성, 자체 프라이밍 및 건식 작동에  
대한 내성을 지니고 있어 취급이 쉬운 모든 환경에 적합

•  InjectionSystem이 혁신적이어서 이물질에 대한  
내성이 있음

•  높은 효율과 맥동이 없는 HiFlo 로브 덕분에 작동이  
경제적임

•  유지보수와 서비스가 쉽고 가동 중단 시간이 짧아  
작동 효율이 최적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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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에서의 
견고한 토대
요구에 기반을 둔 경제적인  
프로세스를 위한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

Vogelsang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농도의 유체를 효율
적으로 펌핑하는 전문업체로서 다양한 소모품의 생산에서도 높
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다음 업계에서는 당사의 업계별 펌프 기
술로 이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화학 및 가공 업계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는 접착제, 산, 알칼리성 용액, 탄
화수소 및 폴리머와 같은 다양한 물질에 적합합니다. 긴 수명과 
QuickService 컨셉은 중단 없는 작동을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
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가동 중단 시간을 줄여줍니다. 특히 매력
적인 특징은 다양한 작동 압력에도 불구하고 도료 및 오일 제품
의 제조 시에 정확한 계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맥동이 없는 
HiFlo 로브 덕분에 유량계가 매우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식품 업계
IQ 및 VX 시리즈 펌프는 감자 가공 업계에서 배출되는 고점도의 
끈적거리고 진한 껍질 및 생산 폐기물과 같은 식품 업계에서 나
오는 모든 유동성 물질과 심지어 반고형물까지도 이동시킵니다. 
이 환경에서 역시 이물질이 막힘 또는 가동 중단을 초래하는 일
이 없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스틸 로터리 로브 펌
프는 화학적으로 손상을 일으키는 감자 전분박을 처리하여 안전
하고 고장이 없는 프로세스를 보장합니다. IQ 및 VX 시리즈와 같
이 선택된 변종은 생선 또는 육류 가공 업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쉽게 펌핑합니다.

설탕
사탕무 또는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들 때 사용자는 건식 작동에 
대한 내성을 지니고 심지어 고점도의 부식성 유체도 이동시킬 
수 있는 펌프의 능력으로부터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맥동이 
없는 HiFlo 로브 덕분에) 펌핑 프로세스가 일정하지만 완만히 진
행되는 동안 입자는 아주 약간만 손상되어 시스템 전체의 효율
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서비스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은 다
른 많은 용적형 펌프보다 훨씬 적습니다.



“Vogelsang 펌프 기술 덕분에 우리는 처리 시간과 전력 소비량을  
줄이고 시스템 효율과 최종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Jordi Muxach, 
Head of Engineering at Juncà Gelatines, Banyoles,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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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gelsang 펌프는 높은 출력 성능에도 불구하고 컴팩트한 
설계로 전 세계 폐수 처리 업계에서 탁월한 명성을 누리고도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직접적이고도 간단한 유지보수 및 양방향 
이송과 같은 추가 기능은 회사 경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슬러지의 경제적인 펌핑
적용 장소에 관계없이 IQ 및 VX 시리즈의 로터리 로브 펌프는 
효율적이고도 비용을 절감하는 프로세스를 보장합니다. 컴팩트한 
설계 덕분에 작동, 서비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이 매우 
작아 이에 맞게 기계실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텍사스의 사례
Texas A&M은 철저한 협의를 거쳐 하수 처리 플랜트의 모노 
펌프를 굴절식 설계의 VX 로터리 로브 펌프로 교체했습니다.  
그 이후로 펌프를 분해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모든 유지보수와 
서비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프에서 흘러나올 
수도 있는 공기가 신뢰성 높게 배출됨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타버린 로터 또는 스테이터의 수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수 슬러지의 경제적인 운송
로터리 로브 펌프가 장착된 탱커에는 심지어 DM(DS) 함량이 
많은 경우에도 하수 슬러지가 보다 빠르고 보다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운송 비용과 무게별 폐기 비용의 절감을 
의미합니다.

막 여과(MBR공정): 2개 작업 프로세스에 1대 펌프를 사용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에서는 흐름 방향을 반대로 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송률은 속도에 비례하고 대체로 압력과는 
무관하여 간단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막 여과 시스템의 경우 
막을 여과 및 세정하는 데 필요한 2개의 Line에 1대 펌프만 
설치하면 됩니다.

중앙 펌프 스테이션
소규모 하수 처리 플랜트의 경우 중앙 펌프 유닛으로써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를 하나만 설치해도 수많은 펌핑 
작업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펌프는 탈수기 
또는 원심 분리기뿐만 아니라 펌프 하수 슬러지를 탱크로부터 
이송시켜 이 슬러지를 모으는 탱커에 채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8% 이상의 DM(DS) 함량에서도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는 
슬러지를 신뢰성 높게 인출하여 탈수 시설 또는 다른 목적지로 
펌핑합니다. 공간이 제한된 곳에는 Piggy-back 설계의 펌프가 
이상적입니다. 양방향 이송은 게이트 밸브의 설정을 변경하여 
모든 작업을 쉽게 구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폐수 처리  
기술을 위한 
범위 확장
슬러지와 폐수를 효율적으로  
펌핑할 수 있는 매우 컴팩트한  
로터리 로브 펌프



“우리는 2004년부터 VX186-130Q형 로터리 로브 펌프를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이 펌프는 하수 슬러지를 펌핑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켰습니다.”

Ralf Schmidt, Head of Waste water
Nordhorn AöR, Nordhorn sewage treatment plant

“부품 교체는 모노 펌프에 비해 쉽고 빠르며 간단합니다.”

Knut Sternkiker, Head of Waste water Treatment,
Freiberg sewage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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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의 발명은 농업 분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혁신적인 기능을 갖춘 펌프의 지속적인 개발과 추가로 전 
세계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운영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효율과 유지보수의 
용이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증해기 이송 및 교반
현재 수십 년 동안 VX 시리즈 로터리 펌프는 특히 액상 분뇨, 
그리스 및 기타 액체 슬러지를 직접 증해기로 펌핑하거나 
mashing 탱크와 장비의 신뢰성 높은 이송을 통해 
펌핑함으로써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경제적이고 문제없는 
작동을 지원해왔습니다. 이 펌프는 mashing(죽과 같은 형태)
을 위해 재활용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mashing된 유기질 
현택액을 신뢰성 높게 증해기로 펌핑한 후 내용물을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순환시킵니다.

다양한 기능
파이프에서 공기를 정화하면서 막힘없이 이물질이 들어 있는 
유체를 흡입하기 때문에 VX 펌프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중앙 
펌프 스테이션으로써의 그 가치를 운영자에게 입증시켰습니다. 
이 펌프는 유기질 현탁액과 저점도의 잔류 증해물을 신뢰성 
높게 펌핑하여 예를 들어 멀리 떨어진 탱크 팜에서 플랜트로 
또는 증해기에서 후처리 증해기로 문제없는 이송을 보장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설계 상 VX 펌프를 컴팩트하게 설치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쉽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탱크 채우기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는 취급이 쉽고 펌프 용량이 최대 
20,000 lpm으로 대용량이어서 이 펌프를 사용하면 신속하고 
간단하게 탱크를 채우거나 배출할 수 있습니다. Vogelsang
은 펌프뿐만 아니라 붐을 갖춘 FillMaster 라이저 파이프를 
고정 설치 또는 이동식 유닛으로서 제공하여 돔을 통해 탱커를 
신속히 채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옵션 기능으로서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여 채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최소로 단축되고 증해물의 확산 효과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최고의 선택
섬유, 방해 물질 및 현탁액이  
들어 있는 액상 분뇨의 효율적인 
펌핑을 위한 로터리 로브 펌프



“우리의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RotaCut와 Vogelsang 로
터리 로브 펌프가 아무런 문제없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
니다. 서비스 및 예비 부품은 아무런 문제없이 주문대로 도
착하고 있습니다.”

Hans Georg Mücke, Managing Director
Betreibergesellschaft Biogasanlage Möckern GmbH, 
Möckern

“우리는 카트리지형 메커니컬 씰이 없는 펌프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씰 교환이 빠르고 쉽습니다. 이전 카트리지
형 씰을 당겨 빼낸 후 새 카트리지형 씰을 삽입하면  
씰 교환이 끝납니다.”

Max Boote, Technical Manager  
Landwirtschaftlicher Betrieb Ohreland KG, Samswegen

“Vogelsang으로 최적화한 이후, 펌프와 시스템 전체를  
보다 균일하고 원활하며 전반적으로 오작동 없이 작동해오
고 있습니다.”

Jörg Graage
Owner of Bioenergie BAGUS GmbH & Co.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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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받은 
로터리 파워 팩
작업 지향적 펌핑에  
적합한 VX 시리즈

VX230 로터리 로브 펌프



VX 시리즈의 장점

•  폭 넓은 범위의 기능과 옵션

•  커버 제거를 통한 빠른 펌프 챔버 접근

•  간단한 서비스와 유지보수

•  자체 프라이밍 및 건식 작동에 대한 내성

•  샤프트 보증

***  혁신적인 InjectionSystem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Vogelsang VX 시리즈 로터리 로브 펌프는 저점도에서 고점도의 
부식성 또는 손상 유발성 유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체를 
처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지보수가 쉬운 클래식, VX 시리즈 
펌프가 5개 시리즈로 제공됩니다. 적용 분야와 전력 소비량에 
따라 최대 8개 크기가 있으며 사실상 모든 이송률과 모든 
차압에 특수 설계의 신뢰성 높은 로터리 로브 펌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개별 펌프는 용도에 따라 구성됩니다. 하우징 및 로브 재질, 
내부 코팅 또는 구조 종류와 구동 종류는 펌핑 되는 유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개별적으로 조정됩니다.

이 펌프는 액상 분뇨 및 폐수뿐만 아니라 식품 업계에서 나오는 
반고형 또는 끈적끈적한 물질과 화학적으로 손상을 일으키는 
유체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펌핑하며 이때 아무런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적은 유지보수 작업으로 더 빠른 접근
QuickService 설계 덕분에 커버를 열기만 하여 펌프 챔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펌프를 
분해하는 일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마모 부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높은 압력으로 작업할 때 안정성을 더 높이려면 커버에 
세 번째 지지 베어링이 있는 QD 버전을 배치합니다.

샤프트 보증
큰 단면, 홈이 없음 – 결과: Vogelsang 펌프에는 내구성이 강한 
샤프트가 사용됩니다! VX 시리즈의 모든 펌프에서 내부 샤프트 
파손*에 대한 보증 기간은 5년입니다.

* 당사의 보증 조건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 근거함

특수 설계
요청에 따라 당사는 귀하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특수 
설계를 자체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 멀티 챔버 펌프
• 롱 샤프트 펌프
• 수중 펌프
• 이동식 펌프 유닛
• 구동장치의 조합
• TA Luft 충족**
• ATEX 충족

** TA-Luft는 독일 대기 오염 통제 규정임

Injection*** 모듈이 있는 펌프 하우징 세그먼트

방사상 마모판



파손에 대한 내성을 지닌 샤프트  
매우 원활한 작동을 위한 최대  
샤프트 직경

조정식 펌프 하우징  
세그먼트 
장기간의 사용 수명을 
위한 재질의 최적 활용

최대 37%까지 무
게 감소 
차량 내 유상하중을 
늘리는 데 적합

VX 시리즈  
로터리 로브 
펌프 
기술 설계에서  
서비스까지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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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핑 챔버의 100% 신품 교환
유체슬러지 영향을 받은 부품의 교
체 후에도 사용 첫날과 같은 용량

구성품 기반 설계
단일 부품 교체에 따른 
상당한 비용 절감

QuickService 설계 
펌프를 분해하지 않고서
도 유체 슬러지 영향을  
받은 모든 부품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음

InjectionSystem 
독특한 시스템! 보다 강력한 내부 씰
링과 쌍을 이루는 로터리 로브 펌프를  
위한 1단계 통합형 이물질 방지 수단

고품질의 카트리지형 메커니컬 씰 
신뢰성을 극대화하는 전문 씰링 기술

축방향 및 반경방향 마모  
플레이트 
유지보수 간격을 연장하고  
서비스를 쉽게 하도록  
내마모성이 강한 특수강  
재질의 라이닝 부착형  
펌프 하우징

HiFlo 로브 
매우 원활한 작동을 위한  
맥동이 없는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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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의 기능과 옵션
추가 부품의 통합 없이 간단히 VX 펌프의 하우징 세그먼트를 
재조정하여 마모 흔적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단일 펌프 
하우징 세그먼트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의 경우에만 항시 부착된 축방향 마모 플레이트뿐만 아니라 
내마모성이 강한 특수강 재질의 추가 반경방향 마모 플레이트
(예: Hardox®)로 클래딩된 펌프 챔버가 있습니다. 이는 독특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성형하며 뛰어난 내마모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사실상 펌프 챔버 전체는 유지보수 간격을 연장하는 
정교한 이 교체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어 작동 비용이 절감됩니다. 

하우징에 사용하는 재질이 다양하여 특정 위치 조건과 용도에 
맞게 요구에 기반을 두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마모성 회주철의 
표준 모델과 함께 ADI 및 스테인리스 스틸의 버전도 제공됩니다. 
요청에 따라 펌프 챔버의 구성품은 듀플렉스 스틸 또는 니켈 기반 
합금(예: Hastelloy®)으로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펌프 하우징의 
주문 제조를 위한 기타 옵션으로 마모 플레이트 및 하우징 
구성품의 열처리와 내마모 코팅이 있습니다.

VX 시리즈의 구조 종류에 따른 용량 결정 

Vogelsang VX-Q – QuickService 펌프
듀얼 오버행 베어링, 쉬운 유지보수: 펌프 챔버에 신속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펌프 챔버의 모든 마모 부품을 펌프를 제거하지 
않고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로브에서 전방 및 반경방향 마모 
플레이트를 비롯해 샤프트 씰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모든 것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고 가동 중단 시간이 
단축됩니다.

Vogelsang VX-QD – QuickService 펌프
고압용 트리플 베어링: 독특한 QD 설계의 세 번째 지지 베어링이 
추가되어 이 VX 버전은 보다 견고할 뿐만 아니라 샤프트도 상당히 
덜 구부러집니다. 이에 따라 시동 마모가 줄어들고 사용 수명이 
연장되며 현장에서 간단히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중요한 모든 
부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크기
2개 챔버, 다른 제품에 비해 3배에 달하는 사용 수명: 펌프 챔버가 
추가되어 이 VX 버전은 차압의 절반으로 작동합니다. 커버의 
세 번째 베어링은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추가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부식성 유체 또는 고압을 펌핑할 때 내성이 
증가하여 수명이 길어집니다.

VX 기어박스 하우징은 베어링과 기어박스에 긴 수명을 제공하는 
컴팩트하고 견고한 부품입니다. 최소한의 거리만으로 베어링과 
로브가 분리되어 시동 동안 샤프트 편향과 마모가 최소화됩니다. 
이 컴팩트한 설계는 조용한 작동, 높은 효율과 효과적인 펌핑을 
보장합니다.

견고한 부품의 
지능적 조합
VX 시리즈 하우징 컨셉과  
구조 종류



Vogelsang VX-Q – QuickService 펌프

Vogelsang VX-QD – 세 번째 플랜지 베어링이 있는 QuickService 펌프

Vogelsang Marathon – 2단 QuickService 펌프

QuickService 하우징
Vogelsang 제품의 가장 큰 장점으로 유지보수가 매우 
간단하여 파이프에서 펌프를 분해하지 않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사상 마모판조차도 
InjectionSystem* 설계 형태로 제공되는 모듈을 사용하여 
클램핑 및 고정하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  혁신적인 InjectionSystem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더욱 쉬워진 
서비스와 취급
최고의 성능과 적은 작업량을  
위한 매우 경제적인 IQ 시리즈

IQ112-114 로터리 로브 펌프

18 | 19  로터리 로브 펌프 – IQ 시리즈



몇 가지 개별 엘리먼트만의 설계로 설계를 줄여 VX 시리즈의 
로터리 로브 펌프보다 취급이 더욱 쉬운 Vogelsang IQ 
시리즈는 심지어 성공적인 기술도 재설계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IQ 시리즈 로터리 로브 펌프는 또한 신뢰성이 입증된 맥동이 없는 
HiFlo 로터리 로브를 갖추고 있습니다. 독특한 InjectionSystem
은 건식 작동과 마찬가지로 이물질에 대해 내성을 지니고 있어 
손상으로부터 로브를 보호하여 균일한 펌핑 속도를 보장합니다. 
VX 시리즈의 펌프와 달리, IQ 시리즈의 펌프 하우징은 단지 
하나의 단일 구성품으로 구성되며 펌프가 파이프에 단단히 
고정된 상태에서 펌프 엘리먼트에 접근하여 단지 몇 번의 
움직임만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긴 사용 수명과 적은 작동 비용
천천히 마모되는 InjectionSystem뿐만 아니라 단순화된 설계는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앙 예비 부품의 수가 기존 
설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어 예비 부품 비용도 줄어듭니다. 
또한 부품의 유지보수와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IQ 시리즈의 펌프는 로터리 로브, 마모 플레이트, 펌프 하우징 
및 씰을 포함한 모든 마모 부품의 교체 시간이 평소 소요 시간의 
절반 미만으로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통합
IQ 시리즈 펌프의 가변 시리즈 연결 부품은 가장 일반적인 설치 
상황에 적합합니다. 이는 특수 커넥터 없이도 탱크 차량과 이동식 
유닛을 포함한 다양한 위치에 빠르고 쉽게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IQ 시리즈 – 특수 환경에 적합
IQ 펌프의 이송률은 최대 7 bar까지의 압력에서 최대 154 m3/ 
h까지입니다. IQ 시리즈는 예를 들어 폐기 분야와 같이 연마성 
매질이 있는 까다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IQ 시리즈의 장점

•  펌핑 엘리먼트에 빠르고 편리한 접근

•  지능형 통합 이물질 처리

•  탁월한 흡입 용량과 통합형 건식 작동 보호

•  예비 부품 비용의 상당한 절감



건식 작동 보호와 최적의 흡입
유체 리저버와 혁신적인 기어박스  
하우징의 제공에 따른 강력한 흡입과  
건식 작동으로부터 보호

유연한 연결 옵션
다목적 커넥터를 사용하여 단지  
몇 번의 움직임만으로 다양한 시스
템 설계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배출 플러그
배출 플러그가 지능적으로 배치되어  
서비스 및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펌프  
챔버가 간단하고 깨끗하며 거의 완전하게 
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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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시리즈  
로터리  
로브 펌프
기술 설계에서 서비스와  
유지보수까지 완벽



매일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
유연한 커넥터와 적응형 펌프 용량을 갖춘 
지능형 설계로 설치가 쉬워지고 효율적인  
작동이 보장됩니다.

QuickService 설계
서비스와 유지보수를 위한 최 
적의 전제조건으로 펌프 커버 
의 빠른 분해와 펌프 엘리먼트 
에 간단한 접근

이송률 측정
최대 40%까지 높은 펌핑 용량
에서 다양한 크기의 호환 가능한 
HiFlo 로브와 펌프 커버

InjectionSystem 
독특한 시스템! 로터리 로브 펌프를 
위한 1단계 통합형 이물질 방지 수단

마모판
적은 유지보수 작업 및  
최소한의 가동 중단 시간과 
연관된 간단한 교체

혁신적인 설계
몇 가지 개별 엘리먼트를 기반으로 하
는 IQ 시리즈는 유지보수를 보다 쉽게 
하고 예비 부품 비용을 절감합니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혁신

로터리 로브 펌프의 광범위한 적용은 고무 층의 클래딩 
로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Helmut Vogelsang만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HiFloplus는 특히 고압에서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을 원심 펌프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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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Flo 로브의 장점 살펴보기

•  맥동이 없는 작동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소음이 적음

•  제한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용량이 증감됨

•  캐비테이션이 방지되어 흡입 용량이 향상됨

•  맥동 관련 압력 피크가 제거되어 압력이 높아짐

HiFloplus는 특히 고압에서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을 원심 펌프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줄여줍니다.

HiFlo 로브에 따른 저진동 작동 
기존 펌프와 비교하여 체적 효율을 최적화하고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도록 Vogelsang 펌프는 일반적으로 특허 받은 HiFlo 또는 
HiFloplus 로브와 함께 제공됩니다. 균일한 펌핑뿐만 아니라 
더 많은 씰링 라인을 통해 고압으로 깊은 구멍에서 유체를 흡입 
및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작동에 포커스를 맞춘 
경우에서는 클래식한 바이 로브의 그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두 
로브 종류 모두 요청 시에 교체식 로브 팁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로브와 엘라스토머
로브의 구조와 재질은 형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고온 가황 
프로세스에서 특수 프라이머(접착제)를 사용하여 엘라스토머 
코팅을 로브 코어에 분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결합함에 따라 
로브의 주위 전체가 이음새 없이 고무로 처리됩니다. 엘라스토머 
코팅 로브 외에, Vogelsang 로브 제품군에도 스틸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고형 소재 로브가 포함됩니다.

모든 경우에 적합한 로브
모든 유체마다 고유한 특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고점도 매질, 
연마성 매질, 이물질과 섬유가 포함된 매질 및 전단력에 여전히 
민감한 유체가 있습니다. 유체의 비-뉴턴적 거동은 유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물론 적용 또한 로브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Vogelsang 펌프는 로브 모양과 재질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유체 펌핑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성능:
Vogelsang의 HiFlo 로브

Vogelsang 로브는 특히 다음 매질에 이상적입니다.

•  NBR(하수 슬러지, 광유 제품, 바이오가스 플랜트,  
그리스)

•  NBR, 백색(식료품)

•  SBR(액상 분뇨)

•  EPDM-SL(물, 산, 잿물)

•  EPDM-AL(음료수)

•  EPDM, 백색(식료품)

•    CSM(가솔린, 오일, 산, 알칼리성 용액)

•  FKM(염수, 솔벤트, 산, 알칼리성 용액, 화학물질)

•    PU(강연마성 매질)

•  스테인리스 스틸(손상 유발성 매질, 식품, 고온)

•  스틸, 질화(손상 유발성 매질,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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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ectionSystem 
특허 받은 InjectionSystem 덕분에 Vogelsang만이 로터리 
로브 펌프에서 로브의 사용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시험에서 펌프의 사용 수명이 2.5배 연장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원리는 독창적으로 간단합니다. 하우징의 혁신적인 모양이 
펌프를 통한 문제없는 흐름을 촉진하므로 이물질에 의한 로브 
팁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펌프의 내부 씰링도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효율성뿐만 아니라 흡입 용량도 증가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장비 변종을 제공합니다.
•   이물질이 포함된 유체를 쉽게 펌핑하는 Injection S
•   다량의 이물질이 포함된 점성 유체 또는 거친 이물질이 포함된 

유체를 펌핑하는 Injection A

장점 살펴보기
•   이물질에 대한 내성이 크게 개선됨
•   체적 효율이 최적화되어 효율이 증가되고 흡입 용량이 향상됨
•   사용 수명이 크게 연장됨 – 현장 시험에서 최대 2.5배까지 

연장됨

펌핑력  
향상을 위한 
안전한 방법
최고의 안전성, 긴 사용  
수명 및 쉬운 유지보수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기존 설계의 로터리 로브 펌프 Injection S: 배출 및 흡입 측에 
배열된 InjectionSystem 설계의 
대칭형 펌프 하우징 세그먼트

Injection A: 흡입 측에 배열된 
InjectionSystem 설계의 비대
칭형 펌프 하우징 세그먼트



InjectionSystem이 장착된 로터리 로브 펌프

고품질의 카트리지형 미케니컬 씰

고품질의 카트리지형 메커니컬 씰 
신뢰성을 극대화하는 전문 씰링 기술
손으로 몇 번만 돌려 교체할 수 있는 펌프 씰을 사용함에 
따라 유지보수가 많이 간단해지고 기어박스 손상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이는 Vogelsang의 고품질 카트리지형 메커니컬 씰을 
사용함에 따라 가능합니다. 카트리지 설계의 이 사용자 친화적 
메커니컬 씰은 완전히 사전에 조립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테스트를 거친 최고의 안전 표준 제품으로써 최적으로 작동하고 
신속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독특한 구조 덕분에 모든 씰 구성품이 
통합되어 기어박스와 버퍼 챔버 사이의 씰링을 포함하여 
씰의 교환 시에 모든 씰링 엘리먼트를 신뢰성 높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특수 공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별적 수정으로 항상 완벽한 결합
용도마다 요구가 다양합니다. Vogelsang의 고품질 카트리지형 
메커니컬 씰은 하수 처리 플랜트 및 바이오가스 플랜트, 화학 또는 
식품 산업이나 음료수 공급 시설에 설치하는 것과 같이 개별적 
맞춤형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섬유질 또는 화학적 손상 유발성 
매질이 다량 포함된 유체에 대해서 동일한 설치 공간에 솔루션이 
제공되거나 더블 메커니컬 씰의 TA Luft* 충족 설계 형태로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가압 조건이든 건식 작동 조건이든, 검사 
챔버 또는 다양한 세정 옵션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설치 공간은 매번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장점 살펴보기
•   씰의 쉽고 안전한 교환: 설치 오류의 방지
•   기존의 씰을 교환할 때보다 설치 시간이 단축됨
•   샤프트 씰의 자동 활성화
•   동일한 구조 엘리먼트에 폭 넓은 범위의 기능과 옵션

* TA Luft는 독일 대기 오염 통제 규정임



IQ 펌프의 분해 방법

 펌핑 챔버 열기:  
간단히 몇 개 스크류를 풀고 펌프 커버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로터
리 로브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브와 펌프 커
버 자체를 빠르고 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펌프 커버
의 마모 플레이트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로터리 로브의 분해:  
스트레인 볼트를 풀고 로브에서 압력 디스크를 제거한 후 풀러를 
로브에 사용하여 분해합니다.

 마모 플레이트의 제거:  
로브를 제거했으면 2개 스크류를 제거하기만 하면 되며 그런 후 기
어박스 측에서 마모 플레이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카트리지형 메커니컬 씰의 제거:  
이제 간단한 풀 아웃 장치로 카트리지형 메커니컬 씰을 당겨 빼내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조립:  
기어박스 측에서 2개 스크류로 마모 플레이트를 고정하고 로브를 
설치하여 압력 디스크로 샤프트에 고정한 후 펌프 커버를 결합하여 
제 위치에 끼웁니다.

VX 펌프의 분해 방법

1  커버 열기: 
4개 너트를 풀고 커버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펌핑 챔버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단계에서 커버의 마모 플레이트
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2  로터리 로브의 분해:   
스트레인 볼트를 풀고 로브에서 압력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그런 후 
로브에 풀러를 사용하여 로브를 분해합니다.

3  마모 플레이트의 제거:  
로브를 제거했으면 2개 스크류를 제거하기만 하면 되며 그런 후 기
어박스 측에서 마모 플레이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고품질 카트리지형 메커니컬 씰의 제거:  
이제 간단한 풀 아웃 장치로 카트리지형 미케니컬 씰을 당겨 빼내 쉽
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5  조립:   
기어박스 측에서 마모 플레이트를 삽입하여 2개 스크류로 고정하고 
로브를 설치하여 압력 디스크로 샤프트에 고정한 후 커버를 제 위
치에 놓습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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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품을 개발할 때 현실 경험을 반드시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항상 복잡하지 않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사의 펌프 
설계와 비교적 적은 수의 예비 부품은 서비스 및 유지보수 노력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며 높은 수준의 가용성을 보장하므로 비용 
상승에 따른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현대 기업에게는 필수입니다.

정교한 컨셉, 
신속한 부품 
교체
Vogelsang 로터리 로브  
펌프의 유지보수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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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용도에 적합한  
Vogelsang 펌프

산업용 트레일러에 설치하는 로터리 로브 펌프

IQ 시리즈 로터리 로브 펌프의 이동식 및 휴대용 펌프  
유닛 직접 플랜지 결합 방식의 전기 모터를 통한 동력식

도시 정비 차량에 장착하기 위한 특수 베이스 상의 VX 시리즈  
로터리 로브 펌프 카단 샤프트 또는 오일 모터를 통한 동력식

지금 바로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조언해드리며 필요로 하는 최적의 설치  
종류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Vogelsang 펌프의 구동 및 설정 옵션이 독특하고도 다양하여 
사실상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적용 위치와 
마찬가지로 유체 종류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적용되며 펌핑 
위치를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차량, 선박, 농기계, 플랜트에 
사용하든 이동식 및 핸드 카트 또는 트레일러와 독립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든 모든 옵션에 적합한 Vogelsang 펌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VX 시리즈 및 IQ 
시리즈 펌프의 컴팩트한 설계에 더불어, 구동장치, 펌프 변종  
및 모델의 유연한 조합을 통해 기계의 설치 옵션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복잡한 상황에서도 신뢰성 높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설계 및 적용 옵션

•   다기능의 요구에 맞게 조정 가능한 모델과 크기

•   기어식 모터, 유압 모터, 벨트 장착형 전기 모터 또는  
동력 인출장치를 통한 기계장치와 같은 다양한 구동장치 

•   다양한 재질의 2, 3 또는 4개 윙이 있는 교체식 로브

•   특별한 연결 요구사항이 없는 유연한 연결 옵션

입증된  
유연성과  
적합성
어느 현장에서든 확고부동한  
펌핑 출력의 사용



펌프 외 기타 제품!

VX 및 IQ 시리즈의 로터리 로브 펌프 외에, 
Vogelsang은 액체 또는 거의 액체인 매질을 보
다 쉽게 펌핑, 절단 및 처리하는 요구 기반의 혁신
적인 제품 및 시스템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견고
하고 신뢰성 높은 기술, Vogelsang 펌프를 충족
하는 핵심 기능: 컴팩트한 설계, 긴 사용 수명 및 
쉬운 수리와 유지보수.

향후에도 적합하고 모든 종류의 유체를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완성된 기술

VX 시리즈 및 IQ 시리즈

독특하고도 컴팩트한 구조 종류의 엘라스토
머 코팅 로터리 로브 펌프. 특히 자체 프라이
밍, 이물질에 대한 내성을 지닌 유지보수가 
쉬운 설계, 일관된 성능과 신뢰성에 바탕을 
둔 다기능의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XRipper®

폐수와 액체 매질 속 방해 물질을 잘게  
조각내는 데 적합한 그라인더. 파이프,  
개방 하수구 및 덕트나 흡입 또는 유입  
구조물의 인라인 조립을 위한 특수 종류의 
구조가 가능합니다.

PreMix®

범용 4-in-1 고형물 피더. 이물질을 분리하고 
다양한 기질을 최적으로 처리합니다.  
포함된 섬유질과 거친 물질을 잘게 잘라내
고 최적으로 처리된 현탁액을 여러 증해기로 
이송합니다.

RotaCut®

분쇄기와 중량물 분리기가 일체화됨 돌 또는 
금속 조각과 같은 이물질을 신뢰성 높게  
분리하고 액체 매질 속 섬유질과 거친 물질
을 효과적으로 분쇄하여 보다 균일하고 유동
성이 뛰어난 현탁액으로 만들어줍니다.

BioCrack® II

동전기식 분해 방법. 가스 생산량의  
증대와 펌프 및 혼합기의 에너지 소비량  
감소를 통해 작동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이상적입니다.

CC Series®

고점도의 연마성 매질과 이물질이 다량 함유
된 매질을 펌핑하는 데 적합한 모노 펌프.  
독특한 설계로 유지보수의 새로운 표준을 수
립합니다. 로터와 스테이터를 하나의 유닛으
로써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지원 및 공급
당사는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가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귀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독일과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Vogelsang 서비
스 센터와 담당 파트너들이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
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29년 설립된 이래 
Vogelsang은 수많은 지
사, 판매 센터 및 자회사
를 둔 국제적으로 인정받
는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회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모든 협력 단계에서 원하는 지원을 언제든지 받으
실 수 있습니다. Vogelsang 기계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
문 컨설턴트 및 기술자들과 같은 당사의 유능한 직원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환이 필요 없는 
완벽한 서비스
원활한 작동과 긴 수명을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

30 | 31  서비스



사전 준비 및 대응
당사는 귀하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여 상세하고도 
광범위한 제품 설명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각 생산 부문들이 하나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으므로 예비 부품을 단시간 내에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와 마모 부품 교체를 도와드릴 공인 
서비스 파트너를 해당 국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Vogelsang ServicePack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귀하가 창업 또는 현장 교육, Vogelsang 
시설에서의 교육을 원하시거나 유지보수 계약을 통한 
풀서비스 지원을 원하시거나 혹은 마모 부품 서비스 
패키지를 원하시는 경우 등 당사는 귀하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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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 pump technology for all requirements_KO_12207719_MET0715 – 독일에서 인쇄됨

제공 범위
당사는 다음 분야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농업, 바이오가스, 산업, 운송, 폐수 처리

당사의 폭넓은 제품 및 서비스 범위
• 컨설팅 및 서비스
• 데이터 관리 및 제어 기술
• 분해 기술
• 특수 환경에 적합한 개별 맞춤형 솔루션
• 펌프 및 펌프 시스템
• 고형물 피더
• 고형물 감소, 분리기 및 혼합기
• 살포 기술
• 공급, 폐기 및 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