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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야
 Bearings
 Chains
 Open tooth systems
 Linear guides
 Ball screws

modern lubrication technology 

The powerful and flexible lubrication system

LUBRICUS



LUBRICUS

Gruetzner GmbH는 1994년 설립 이후 자동윤활 시스템의
전문회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가족 경영을 하는 회사로, 고객을 위해 기술적인 경험과 역량으로
단일 포인트에서 다중 포인트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선택 받은 이유는, 우리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현장에서 가장 완벽하고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 입니다.



LUBRICUS
Lubricus 윤활시스템은 가장 혁신적이고, 유연하며 최적화된 소형 장치 입니다.

Lubricus는 고성능 윤활공급 장치로, 단일포인트에서부터 다양한 다중 포인트 그룹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윤활유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Lubricus – 최적화된 소형 윤활 공급 장치

 오일, 그리스 모두 사용 (NLGI 2까지)

 PLC에 의한 컨트롤

 최대 토출 압력, 70 bar

 알람 발생 (기기 이상 / 그리스 소진)

 사용온도: -20℃ ~ 70℃

 온도와 무관한 이송 속도

 용기가 투명해 언제나 상태 확인 용이

 시스템 설정이 매우 용이

Lubricus 윤활 시스템은 최고 16 포인트까지 윤활유를

공급할 수 있고,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이나 외부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델은 각각 2포인트까지 급유할 수

있습니다.

Lubricus 윤활 시스템은 매우 소형

윤활 공급장치로 오일에서부터 다양한

그리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구동은

배 터 리 가 내 장 된 제 품 과 외 부

전원(24VDC)을 연결하여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각 모델에 따라 4 개까지 출구가

있으므로 사용되어지는 포인트에 맞게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Lubricus는 안정적인 급유가 필요한

Bearing, Linear Guide, Chain, Ball

screw 및 Rack Pinion Gear와 같은

특수한 부분에도 안정적인 윤활유를

곱급합니다

매우 소형으로 설비 개조/ 개선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Quick Check

Lubricus가 정상 작동 중에 급유

포인트에 대한 압력을 측정합니다. 출구

측의 측정 값은 몇 초 동안 Digital 

Display 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매우

간단합니다.

LUBRiCUS 



Lubricus B and Lubricus V

Lubricus 윤활시스템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B(배터리) 타입과 V(24 VDC) 타입이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출구가 하나 또는 두 개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윤활 포인트에 대해 최고 36개월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Lubricus B-1/2 and Lubricus V-1/2

LUB-B-1 and LUB-B-2

배터리 구동 방식 타입으로, 원하는 시간에 따라 항상 자동으로 작동

시킬 수 있습니다.

고성능의 배터리는 설정 주기 선택에 따라 카트리지를 1~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출구 1 또는 2개, 토출 압력 최고 70 bar

. LCD 디스플레이

. 압력 측정

LUB-V-1 and LUB-V-2

24V 전원공급 방식 타입으로, 현장에서 쉽게 전원을 연결할 수

있을 경우 가장 올바른 선택 사양입니다.

LUB-V’s의 강점으로는 현장에서 불연속으로 작동시 특히 뛰어 납니다.

. 출구 1 또는 2개, 토출 압력 최고 70 bar

. LCD 디스플레이

. 압력 측정

. 알람 발생 시 신호 인출 가능

구분 출구 전원 사용온도 카트리지 대화 창

LUB-B-1 Lubricus Lubrication System 1 배터리, 3V -20℃ ~ 70℃ 400 cc O

LUB-B-2 Lubricus Lubrication System 2 배터리, 3V -20℃ ~ 70℃ 400 cc O

LUB-V-1 Lubricus Lubrication System 1 24 VDC -20℃ ~ 70℃ 400 cc O

LUB-V-2 Lubricus Lubrication System 2 24 VDC -20℃ ~ 70℃ 400 cc O



설치 예 : 컨트롤러는 4개의 Lubricus 장치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며 다양한 포인트에 윤활을 할 수 있고, 설치되는

윤활라인은 여러 경로로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ubricus 컨트롤러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유지보수 요구 사항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 입니다.

Lubricus C and Lubricus Controller

장점

 소형으로 급유 포인트 근거리에 설치

 컨트롤러 및 급유 장치 설치가 용이

 PLC에 연결하여 중앙 모니터링

 최고 16 포인트까지 모니터링

 개별 포인트에 대한 급유 량 컨트롤

Lubricus 컨트롤러는 최대 4개의 Lubricus 윤활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고 외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컨트롤러를 통해 개별 제어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대화는

LCD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이뤄집니다.

구분 출구 전원 사용온도 카트리지 대화 창

LUB-C-1 Lubricus Lubrication System 1 24 VDC -20℃ ~ 80℃ 400 cc O

LUB-C-2 Lubricus Lubrication System 2 24 VDC -20℃ ~ 80℃ 400 cc O

LUB-C-3 Lubricus Lubrication System 3 24 VDC -20℃ ~ 80℃ 400 cc O

LUB-C-4 Lubricus Lubrication System 4 24 VDC -20℃ ~ 80℃ 400 cc O

LUB-C-1-1 Lubricus Lubrication System 2 24 VDC -20℃ ~ 80℃ 400 cc O

Lubricus C-1/2/3/4/1-1

Lubricus Controller

구분 적용 전원 사용온도 전원 연결 Lub. 연결

LUB-C-1 Lubricus Controller 시스템 모니터링 24 VDC -20℃ ~ 80℃ M12 * 1 M8 * 1



Lubricus D

Lubricus D 타입은 외부 컨트롤러에 의해 작동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Lubricus 윤활 시스템은

출구가 1,2,3 또는 4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외부 PLC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구분 출구 전원 사용온도 카트리지 PLC 통신

LUB-D-1 Lubricus Lubrication System 1 24 VDC -20℃ ~ 70℃ 400 cc O

LUB-D-2 Lubricus Lubrication System 2 24 VDC -20℃ ~ 70℃ 400 cc O

LUB-D-3 Lubricus Lubrication System 3 24 VDC -20℃ ~ 70℃ 400 cc O

LUB-D-4 Lubricus Lubrication System 4 24 VDC -20℃ ~ 70℃ 400 cc O

LUB-D-1-1 Lubricus Lubrication System 2 24 VDC -20℃ ~ 70℃ 400 cc O

Lubricus D-1/2/3/4/1-1

Lubricus D 타입은 설비와 같이 연동 시에 급유가
필요한 설비나 특정 급유주기 간격으로 운전하는
설비에 특히 적합한 시스템 입니다.

토출은 PLC 프로그램에 따라 토출량/주기를
설정하므로, 각 급유포인트에 대한 매우 정확한 량을
공급합니다. 

. 출구 1,2,3 또는 4, 토출 압력 최고 70 bar

. 출구 개별 급유 량 설정

. 급유 주기/량 컨트롤

. PLC 통신(라인 막힘, 케이블 단락, 그리스 소진)



체인을 윤활시키는 피니언은 크기나 단일 또는

이중 체인 종류에 따라 달라 집니다.

Lubricating Gearwheel

Lubricus를 사용하여 최적으로 치면에 윤활유를

공급하여 오랫동안 기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기어 규격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공급해 드립니다.

윤활유는 축을 따라 발포제 구멍(기어,롤러)을

통해 공급됩니다. 저장되어 있는 윤활유를

낮은 압력으로 누르면 다시 공급되어 집니다. 

폴리우레탄 발포제는 윤활유를 저장하였다가

아주 작은 량의 윤활유를 공급해 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윤활유 부족으로 인한 마모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용중인 기어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구 시 특수한

모듈의 기어 휠 제작도 가능합니다.

기어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고정하는데, 설치

방향 또는 공급되는 윤활유에 따라 다르고,

직각이나 일직선 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양

 재질: 폴리우레탄 발포제

 운전온도 범위: -30℃ ~ 150℃

 운전 속도 : 최고 5m/sec

 밀도 : 240 kg/m3

 용도: 오일과 그리스 급유

 필요 시 추가 버전 공급 가능

구분 기어 시스템 모듈 폭

LAT-SZ-G Lubricus Gearwheel 평 기어 2 ~ 10 20 ~ 100

LAT-SZ-L Lubricus Gearwheel 헬리컬 기어(왼쪽) 2 ~ 10 20 ~ 100

LAT-SZ-R Lubricus Gearwheel 헬리컬 기어(오른쪽) 2 ~ 10 20 ~ 100



Chain Lubrication Pinion

기어 윤활과 마찬가지로 윤활유가 축을 따라 발포제

사이로 침투하여 체인에 공급되어 원활한 운전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폴리우레탄 발포제 롤러는 윤활유를 롤러 체인

러그 각 부분에 가장 이상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피니언 축에 있는 체크 밸브는 컨트롤되지 않는

윤활유의 누출을 방지해 줍니다. 기계적인 힘이

롤러를 구동시키지만, 마모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인을 윤활시키는 피니언은 크기나 단일 또는

이중 체인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고객이 요구 시

특수한 사양의 제품도 제작 가능 합니다.

급유하고 있는 피니언의 접촉 압력을 최적화하여

개별적으로 체인의 장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력 장치는 체인을 윤활시키는 기어 휠 위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양

 재질: 폴리우레탄 발포제

 운전온도 범위: -30℃ ~ 150℃

 운전 속도 : 최고 5m/sec

 밀도 : 240 kg / m3

 용도: 오일과 그리스 급유

 필요 시 추가 버전 공급 가능

구분 규격(ISO – No.) 피치

LAT-KR-08 Lubricating pinion 08 B-1 / B-2 20 ~ 100

LAT-KR-10 Lubricating pinion 10 B-1 / B-2 20 ~ 100

LAT-KR-12 Lubricating pinion 12 B-1 / B-2

LAT-KR-16 Lubricating pinion 16 B-1 / B-2

LAT-KR-20 Lubricating pinion 20 B-1 / B-2

LAT-KR-24 Lubricating pinion 24 B-1 / B-2

LAT-KR-32 Lubricating pinion 32 B-1 / B-2 20 ~ 100



Lubricus – Technical Information and Lubricants

Lubricus 윤활 시스템은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으며

롤러베어링, 슬라이딩베어링, 기어 및 체인에도

안정적으로 같은 윤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트리지는 다양한 표준 윤활제가 있으며, 고객 요구 시

원하는 윤활제 공급도 가능 합니다.

Lubricus – Technical Information

구분 상세 내용

카트리지 / 용량 1회용 카트리지 / 400cc or 200cc

윤활제 오일 또는 그리스 (NLGI 2)

최대 운전 압력 70 bar

설정 기간 1 ~ 36개월

토출량 / 1회 0.15cc

연결 ￠6 호스

무게 1,120 g

크기, W x H x D 112 x 196 x 94mm    or 112 x 162 x 94mm

Lubricants for Lubricus – Standard fillings

구분 적용 온도범위 중주제 기유 NLGI

LAT-KA01 Lubricus 카트리지 Multipurpose grease –20°/+120° Li / Ca Min. 2

LAT-KA02 Lubricus 카트리지 Multipurpose with MoS2 –30°/+140° Li Synth. 2

LAT-KA03 Lubricus 카트리지 High temperature grease –40°/+160° PHS PAO 2

LAT-KA06 Lubricus 카트리지 Semi-fluid grease –40°/+110° Li / Ca Min. 0

LAT-KA07 Lubricus 카트리지 Heavy duty grease –30°/+150° Li / Ca Min. 0 ~ 1

LAT-KA09 Lubricus 카트리지 Biodegradable grease –40°/+120° Li / Ca Ester 2

LAT-KA10 Lubricus 카트리지 Food Industry grease –20°/+160° Al Min. 1

LAT-KA14 Lubricus 카트리지 Multipurpose oil –10°/+90° - Min. -

LAT-KA15 Lubricus 카트리지 High temperature oil –20°/+250° - Ester -

LAT-KA64 Lubricus 카트리지 Biodegradable oil –20°/+100° - Synth. -

LAT-KA70 Lubricus 카트리지 Food Industry oil –30°/+100° - Synth. -



Lubricus –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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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BRICUS

Controlled Minimum Lubrication with Gre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