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I L  - A I R 윤활

MIXING VALVE / MVF

취 급 설 명서

경 고 :
Mixing Valve 의 취급설명서를 주의깊게 읽고 숙지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원 :  VOGEL  JAPAN LTD.

제조국 : JAPAN

사용하신 후 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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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xing Valve 사용시주의점

Mixing Valve 는 흐르는 압축공기속에 최소 필요량의 윤활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연속적인 오일에어를 발생시켜 윤활유에 의한 윤활작용과 압축공기에 의한 냉각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하여 사용됩니다.

특히, 고속회전으로 작동하는 스핀들 등, 축수부분의 윤활ㆍ냉각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항상 최대의 효과를 발휘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요.

● 깨끗하고 건조한 압축공기를 사용하십시요.

압축공기는 0.35~0.45MPa 로 사용하십시요.

● 윤활유는 점도범위 10~68 ㎟/s /40℃ 의 고속 스핀들유

또는 탭핑유를 사용하십시요.

● Mixing Valve 에는 NBR, Viton 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손상시키는 윤활유 ( 예: 에스테르 계,

글리콜 계의 기름) 의 사용을 피해주십시요.

● 처음 사용할 때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개시전에 에어빼기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 에어빼기』항 참조)

● Mixing Valve 는 정밀기기이기 때문에 올라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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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양
(1) 외관, 외형 치수 및 각부 명칭

주) 토출량 0.01㎤ 의 포트에 에어빼기 버튼을 장착하는것은 불가능하므로,  
0.01㎤ 의 경우는 다른 토출량의 에어빼기와 방법이 다릅니다.

2

형식 구수 L A P B
MVF1 1 42 10 22 21
MVF2 2 64 9.5 45 21
MVF3 3 86 8 70 21
MVF4 4 108 6.5 95 21
MVF5 5 130 5 120 21
MVF6 6 155 5 145 22.5



(2) 사 양

(3) 형 식 ( 토출량 코드 번호는 명판을 앞에서 볼 때 좌측부터 기입 )

MVF5 - 11 222

―전체구수:5 - 토출량 :코드번호

3구 : 오일 토출량 0.03㎤/stroke

토출량 : 코드번호

2구 : 오일 토출량 0.01㎤/stroke

3

사용 오일 고속 스핀들유 또는 탭핑유

사용점도범위 10~68 ㎟/S / 40℃

작동유 압력 Min. 1.2 Mpa ; max. 4.0 Mpa

오일 토출량 0.01~0.16 ㎤/stroke

Mixing Valve 정량 닛블에 토출량 번호가

각인되어있슴.

오일 분배 방법 정량 피스톤식

사용 에어 압력 0.2~0.5 Mpa

(0.35~0.45 MPa 권장)

사용 에어 유량 에어 유량 조정 니들에 의해 단계없이 조정

(단, 사용 에어 압력, 사용 노즐의 경에 따라 변함)

분위기 온도 범위 -10℃~+40℃

토출량 (㎤/cycle) 각인번호 코드번호

0.01 1 1

0.03 3 2

0.06 6 3

0.10 10 4

0.16 16 5



(4) 동 작

Mixing Valve 는 극소량의 오일을 계량 토출시키는 정량 피스톤식 분배기를

내장하여 에어 라인 속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것으로써 연속적인 OIL-AIR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Mixing Valve 는 접속된 오일 라인의 승압ㆍ탈압에 의해 정량 피스톤식

분배기의 토출,오일의 축적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라인의 탈압이 불충분하게 되면, 다음 승압시에 오일이

토출되지 않게 되므로 탈압은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윤활점에의 공급량은 정량 피스톤식 분배기의 토출량과 윤활 유니트의

구동 빈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분배기 동작 압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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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부의 기능
● 정량 피스톤식 분배기: 오일 주관의 승압ㆍ탈압에 의해 항시 안정적으로

오일을 정량 토출합니다. 오일의 계량은 정량 닛블에
의해 이루어지며, 토출량 번호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 에어빼기 버튼: Mixing Valve 옆에 붙어있는 에어빼기 버튼을 풀어낸

토출량 ( 0.03, 0.06, 후 정량 닛블에 부착합니다.
0.10, 0.16 ) 만 유효 Mixng Valve 오일 주관 승압시에 에어빼기 버튼을

눌러주면 오일이 연속 토출 상태로 됩니다. (통상은
일정량의 오일을간헐적으로 계량 토출하는 피스톤식
정량 분배기임)
연속 토출되는 기름에 의해 내부에 혼입된 에어를
배출하여 에어빼기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윤활점에 오일 에어 배관을 한 상태로 두면,
대량의 오일이 유입되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에어빼기 버튼 조작시에는 반드시 오일 에어 배관을
뺀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동작 방지를 위하여 사용 후에는 에어빼기 버튼을
본체 옆에(제자리) 부착하여 주십시요.
※ 중요사항
* 에어빼기 버튼은 토출량 0.01㎤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바랍니다.
* 0.01㎤ 의 에어 빼기는 정량 닛블에 붙어있는

에어빼기 플러그를 빼서 분배기의 에어를 빼주십시요.
이 경우에는 연속토출이 아닌 간헐토출로 에어빼기를
실시하게 됩니다.

● 에어 유량 조정 나사 나사를 회전시키는 것에 의해 에어 유량을 조정합니다.

에어 유량 조정 나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에어 유량이 증가합니다.

5



3.  취급방법

(1) 취부 방법

통상은 토출구를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명판을 위쪽으로 하여

취부하여 주십시요.

(2) 배 관
① 오일 주관

● 사용하는 배관재는 Mixing Valve 에 배관하기 전에 펌프등으로 부터 오일을

흘려 내부를 플러싱해 주십시요.

● 오일 주관은 Φ6 배관용 M10 × 1 로 가공되어 있으므로 φ6 수지관을

406 612, 406 611, 406 603 ( 부싱, 슬리브, 인레트 ) 로 간단히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오일 주관을 아래쪽으로 하여 배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부에

Mixing Valve 가 있는 곳에서 분기점을 만들것, 또는 에어빼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에어빼기 플러그를 설치(부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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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에어 주관

● 사용할 배관재는 Mixing Valve 에 배관하기전에 압축에어 등으로 충분히 세정후

사용합니다.

● 에어 주관은 M12x1 로 가공되어 있으므로 접속할 에어 주관경에 따라 조인트를

선택해 주십시요. 조인트에는 배관용 홈이 가공되어 있으므로 부싱, 슬리브,

인레트로 간단히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예 ) Φ8 수지관 배관시

조인트, 동와셔 : 408 162, 508 215Cu

부싱, 슬리브, 인레트 : 408 612, 408 611, 408 603

● 공급에어는 습기가 제거된 건조한 에어로 5 ㎛ 이하의 필터를 통과시켜 주십시요.

● 대규모 시스템의 경우에는 에어압력 저하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또, 에어 배관 말단에 압력계를 달아 에어압력을 체크하여 주십시요.

③ 오일 에어 토출구

● 오일에어 토출구는 Φ4 배관용 홈 (M8 × 1) 이 가공되어 있으므로 Φ4 수지관을

부싱, 슬리브, 인레트 (404 612, 404 611, 404 603) 로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에어 배관 도중에서 급격한 단면적 변화는 오일의

고임 현상을 일으키오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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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어빼기에 대하여
① 에어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항목을 확인해 주십시요.

● 윤활 펌프 유니트와 믹싱밸브 사이의 오일 라인 배관이 종료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요.

● 윤활펌프유니트의 오일탱크내의 오일이 충만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요.

● 에어 유량 조정 나사가 확실히 잠겨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요.

● 본체 옆에 장착되어 있는 에어 빼기 버튼을 정량닛블 하부에 체결해 주십시요.

취부 위치에 대하여는 P2 [(1) 외관,외형 치수 및 각부 명칭]을 참조바랍니다.

② 에어빼기가 불완전하면 오일 토출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처음 사용할 때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전에 반드시

에어빼기를 실시해 주십시요.

에어빼기 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항 [(4) 에어빼기 방법]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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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어빼기 방법

▶ 0.03cc 이상일 경우

▶ 0.01cc 일 경우

9

플러그

주관 에어빼기

주배관

에어조절나사

에어빼기버튼

2 3

4 5
1

1) 오일 주관의 플러그를 풀고 윤활펌프를 동작하여 오일속에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실시한다.

2) 에어공급을차단한다.

3) 에어조절나사를완전히 잠근다. (사진참조)

4) 에어빼기버튼을연결한다. (사진참조)

5) 윤활펌프를가동시키고에어빼기 버튼을 누른다.

이때 오일과 기포가같이 나오게 되는데기포가 없어질때까지계속 진행한다.

플러그

주관 에어빼기

주배관

1

에어조절나사

2 3

4

기포확인

5

1) 오일 주관의 플러그를 풀고 윤활펌프를 동작하여 오일속에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실시한다.

2) 에어공급을차단한다.

3) 에어조절나사를완전히 잠근다. (사진참조)

4) 윤활펌프를 5~10회 ON/OFF 반복가동하여토출구로오일이 나오는지확인한다.

5) 오일이 나오지않을 경우 믹싱밸브를거꾸로 한 후 2mm육각렌치로에어빼기

플러그를 약 2~3바퀴 돌려 풀고 윤활펌프를 ON/OFF 반복가동시킨다.

이때 오일과 기포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 기포가없어질때까지계속 진행한다.

오일토출



③ Mixing Valve 에어빼기

● Mixing Valve를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하고

윤활 스위치를 10회 정도 눌러주십시요.

④ Mixing Valve 에어빼기

● 오일 에어 토출구를 아래로 하고

윤활 스위치를 10회 정도 눌러 주십시요.

⑤ Mixing Valve 에어빼기

● 오일에어 토출구를 위로하고 윤활 스위치를

10회 정도 눌렀을 때 기포가 토출구로부터

나오는지 확인해 주십시요.

● 기포가 나오면 ②의 순서로부터 반복하여

실시하여 주십시요.( 특히, 0.01㎤ 의 포트는

에어가 잘 빠지지 않으므로 주의바랍니다.

⑥ Mixing Valve  토출량의 확인

● 토출구에 기름을 충만시키고 정량 토출

확인용 튜브를 부착해 Mixing Valve의

토출량을 확인해주십시요.

확인방법은『토출량의 점검』을 참조바랍니다.  

튜브는 표준품이기 때문에 제품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Φ4 x Φ2.2 의 튜브를 준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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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ixing Valve 의 고정

● 토출구로부터 윤활점에 배관을 하여 주십시요.

Mixing Valve 의 토출량 확인시에 사용한 튜브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튜브

내에 기름이 남아있어 그 상태로 공작기계등을 작동시키면 윤활점에 윤활유 공

급이 과다하게 됩니다.

기름의 저항에 의해 윤활점에 이상 발열을 일으키게 되므로 Mixing Valve 의

에어 유량 조정 나사를 완전히 열고 약 10분간 에어만을 공급하여 배관내에

남아있는 기름을 확실히 배출시켜 주십시요.

● 에어 유량 조정 나사를 알맞게 조정해 주십시요.

● Mixing Valve 를 알맞은 위치에 고정시켜 주십시요.

(5) 토출량의 점검

① 에어 유량 조정 나사가 확실히 잠겨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요.

② 오일 에어 토출구를 위로 향하게 하고 윤활 펌프 구동중에 에어빼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요.

토출구로부터 나온 기름 속에 기포가 없어질때까지 계속해 주십시요.

③ 오일 에어 토출구에 기름이 충만한 상태에서 수지관 (Φ4 x Φ2.2) 을

접속해 주십시요.

④ 윤활 펌프를 구동시켜 오일 주관을 가압 (1.2MPa 이상, 5초 정도) 합니다.  

이때 수지관내 유면 이동 거리를 측정하여 믹싱밸브의 토출량을 확인합니다.

* 유면 이동 거리는 Φ4 x Φ2.2 의 수지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지관의 종류, 내경 공차등에 의해 유면 이동 거리는 변화 합니다.

●점검 결과 표의 수치 보다 크게 많은 경우는 믹싱 밸브내 Seal 의 파손으로
추정됩니다.

VOGEL JAPAN 에 연락바랍니다.
● 점검결과 표의 수치보다 큰폭으로 적은 경우는 믹싱밸브의 에어빼기가

불완전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Page 9 [(4)에어빼기 방법]의
[②믹싱밸브의 에어빼기 (1)]부터 다시 실시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여도 토출량이 적은 경우는 VOGEL JAPAN 에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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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출량 각인번호 CODE번호 유면 이동 거리 * (㎜)

(㎤/cycle)
0.01 1 1 2 - 4

0.03 3 2 6 - 10

0.06 6 3 11 - 21

0.10 10 4 21 - 31

0.16 16 5 37 - 50



4.  고장과대책

고장 원인 대책

오일 토출량이 적음. 에어빼기 불량 에어빼기 실시

펌프 승압 불량 펌프의 분해청소 *

오일 토출량이 많음. 분배기의 Seal 불량 믹싱밸브의 분해청소 *

(믹싱밸브의 OVER HOLE)

* 분해 청소의 경우는 VOGEL JAPAN 문의 바랍니다.

5.  보증

(1) 본 장치의 보증 기간은 납입 후 1년 입니다.

보증기간 종료 후 발생한 고장 수리는 유상입니다.

(2) 보증 기간내에서도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처리 됩니다.

● 사용상 잘못 또는 부당한 수리, 개조에 의한 고장 및 손상

● 구입후 떨어뜨리거나 파손에 의한 고장

● 화재, 공해 및 지진, 풍수해 기타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및 손상

● 기타 제조상에 기인하는 원인 이외의 고장이 발생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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