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IBONG MOINO PUMP





◆ 모노펌프 주문시 체크포인트

◆ 이송액 명칭,용도,비중,점도,온도,농도
◆ 마모성,부식성,함수율,고형물 입경.
◆ 이송유량(m3.hr,  ℓ/min)
◆ 이송거리 수평,수직(m),총양정(m)
◆ 곡관부(엘보,티이,밸브수)
◆ 흡입조건(자흡,진공)
◆ 유량조정 여부(변속기,인버터)
◆ 전동기 사양(방폭,전압,주파수)

단수
마모성이
없는액체

마모성이
적은액체

마모성이
큰  액체

1 6 kg/cm2 4 kg/cm2 2 kg/cm2

2 12 kg/cm 2 8 kg/cm2 4 kg/cm2

3 18 kg/cm 2 12 kg/cm 2 6kg/cm2

4 24 kg/cm 2 16 kg/cm 2 8 kg/cm2

   ◆ 모이노펌프 적용예

하수처리장의 농축슬러지 이송펌프로서
슬러지의 농도에 맞추어 적당한 감속비로서
유량을 조절하고 탈수기로 공급하는데 사용한다.
공회전 방지 장치와 고저접점식 격막식 압력계를 
부착하여 기계의 과부하 방지를 할 수 있다.
V.V.V.F에 의한 원격운전도 가능하고 수동으로도
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하수처리장 오니이송

식품공정의 어육,과육등 고형물 포함,고농도의 액
이송에 적당하다.이중호퍼로서 온도조절 및 혼합액
의 이송,혼합등에 사용한다.
제품라인이 4~6개까지 이송할 수 있는 유량범위를
고려한 펌프이다.
제품속에 기포를 제거하는 구조로 되어있고 적당한
교반기의 회전수에 의해 조절된다.

식품 공장 고점도액 이송

식품공장의 공정에 맞추어 이동용으로 제작 되었다.
제품 포장라인에 적합한 구조로 점성액이 높은 액상을
정량적으로 미세하게 이송가능한 속도조절형식이다.
분해,조립 세척이 용이하다.
어육,고추장,쌈장,전분반죽액에 적합하며 접액부가
스텐레스로 되어 있어 식품액 이송에 적당하다.
이송유량 범위가 광범위하여 미소량에서 최대이송량
까지  무맥동으로 이송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었다.

식품 공장 고점도액 이송용 (이동식)

◆ 송출 압력(단수-STAGE)

◆ 모노펌프 구성품 및 구조





















◎ 용도: 탈수케익슬러지, 과즙탈수액, 몰탈, 고점도액(함수율 75~85%)

◎ 적용: 정수장, 제지, 화학,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슬러지건조시스템,

◎ 유량조절: V.V.V.F(INVERTER-10~60Hz)에 의한 원격자동제어로  정량주입.

◎ 토출배관 곡관부:롱밴드 적용(엘보-R900),Y형 배관 

◎ 이송능력: 수직 20M, 수평 50M(적정 토출압력:10~16kg/cm2이내)

L1 L2 W1 H1 H2 F1 F2 토출 배관 PUMP FEED

1870 799 1183 297 936 440 540 50 100 2.2 1.5 760

1775 704 1183 297 936 440 540 50 125 2.2 1.5 750

2100 1002 1196 300 944 440 540 65 125 3.7 1.5 840

1920 822 1196 300 944 440 540 65 125 5.5 1.5 820

2672 1313 1230 301 944 440 540 80 150 7.5 1.5 1250

2432 1073 1230 301 944 440 540 80 150 7.5 1.5 1260

3024 1478 1223 350 1009 440 540 100 200 11 1.5 1650

2684 1138 1223 350 1009 440 540 100 200 11 1.5 1650

3798 1896 1259 445 1108 440 540 125 250 15 1.5 2700

4467 2330 1359 445 1435 730 878 150 300 30 1.5 3200

3598 1696 1259 445 1108 730 878 125 300 15 3.7 2750

3919 1782 1359 445 1435 730 878 150 350 22 3.7 3300

4479 2282 1415 495 1485 730 878 150 350 37 3.7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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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TC 80S-2

 DSTC 100S-2

 DSTC 100S-4

 DSTC 40-4

 DSTC 50-2

 DSTC 50-4

 DSTC 60S-2

 DSTC 80-4

구 분
MODEL

 DSTC 20-4

 DSTC 30-2

 DSTC 30-4

 DSTC 40-2

 DSTC 60S-4

16

8

토출압력
max

(kgf/cm2)

16

8

16

8

16

0.6~1.5

0.6~1.5

8

16

8

163.0~7.0

7.0~13.0

8.0~20.0

8

16

소요동력(kW)유량

(m3/hr)

0.09~0.15

0.2~0.5

0.2~0.5

D I M E N S I O N S 중량
(kg)

OUTLINE  DIMENSIONS

DSTC형

12.0~30.0

12.0~30.0

구경(A)

1.6~2.5

1.6~2.5

3.0~7.0

19





식품가공공장.멸치,까나리잡이 어선에서 육지의 
탱크에 저장
과당류,고추장,간장,등의  고점도액 이송펌프
입형 형식으로 흡입구를 액상속에 직접투입하여
이송하는 정량이송펌프.
상하좌우 어느곳이던 저장탱크안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토출측에는 고압호스로 상하 유동성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탱크 깊이에 맞추어 길게 제작도 가능하다.

식품 공장 고추장 이송

식품 공정의 고점도액의 이송
반죽기에서 충분히 혼합하여 호퍼로 옮기면 
제품 성형기로 자동,반자동으로 이송가능함.
레벨센서에 의한 용량조절 가능함.
이중호퍼로서 얼음을 넣어 제품 변질을 방지함.
1회 저장용량은 300kg으로서 충분한 배합시간을
가지고 제품라인은 2~3개까지 가능하다.
어육반죽액,전분반죽액을 무맥동으로 이송기능하다.

식품 공장 어묵 이송

식품 가공 공정의 밀가루 반죽 이송
고점도이나 별 무리없이 이송된다.
과당류,전분반죽액을 이송하는 이동식 호퍼형
펌프로 여러 라인에 공급이 가능하다. 
토출측에는 싸니타리형 배관으로 충분한 높이까지
이송가능하고 분해,조립식이기 때문에 청소가 용이하다.

식품 공장 밀가루 반죽 (고점도액)이송

기어드 모타와 직결로 구동하는 체결방식의 펌프.
약품,식용,산업폐유액,하수슬러지액 등을 이송하는
무맥동,정량이송 가능한 펌프.

토출압력은  4단까지 가능하여 30kgf/cm2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동식도 가능하고,설치공간이 협소하면 구동부를
상부,좌우측으로 설치하여도 무관하다.
고온,고압,미소량 이송에도 적합한 펌프이다.

제지.화학. 식품 공정용

하수처리장 탈수케익 슬러지,고점도액이송용
탈수 케익은 고점도로서 상부에 호파및 교반기를
부착하여 교반을 시키면서 이송한다.
함수율은 70~80%까지 호퍼내부에서 충분히 혼합하여
저장탱크 또는 건조기로 이송한다.
흡입은 콘베어 및 저장탱크 하부에 설치하여
공회전 방지장치인 레벨센서를 부착한다.
토출배관은 유속을 고려하여 충분한 관경으로하고
과부하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하수처리장 탈수 케익 이송용

건설현장,교량공사현장,터널내부 공사현장 
락볼팅용 모르타르액을 강제주입하는 용도의 펌프이다.
약품과 청수공급 장치는 별도로 설치하여도 무관하다.
100kg을 배합하여 주입하는 동안 배합기에서는 동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써 충분히 혼합하여 펌프로 공급
한다.토출배관에는 안전장치로 리싸이클 배관이 있어야
하고 압력계를 부착하여 충분한 압력으로 주입한다.
배합기가 더블형으로도 제작 가능하다.

건설현장 몰타르 주입용 펌프



본사.공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01-4번지
TEL: 82-51-313-6611~3
FAX: 82-51-322-6610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247번지
영등포기계상가 6동 127호

TEL: 82-2-2675-6635
82-2-2671-6635

FAX: 82-2-2675-1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