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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resistance. Pumps made of PTFE can drag any 
chemical: acids, mixtures, hydroxide and basic acids. A 
working pump can handle liquids with temperatures up 
to 100°C. 

UPPE (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is a 
thermoplastic polymer with a high abrasion resistance as 
well as high resistance to hard liquids. A working pump 
can handle liquids with temperatures from -40°C up to 
+70°C. 

PTFE UPPE 

-40°C - +60°C - 60°C - +40°C

-40°C - + 100°C -40°C - +70°C

“transfer pumps” and  thanks to their resistance, they can 
pump any chemical fluid:
• 
• 
• 
• 
• 

DDQ 60 (1/2”)

made of PTFE

• Run-dry
• Self-priming
• No use of power
• Variable flow and pressure
• Free-fastening diaphragms

• Dead-head (delivery pipe closed)
• ATEX conformity
• Easy maintenance

• No ice formation

ATEX

QUANTUM pumps are suitable to operate in explosive       
atmospheres classified Zone 2 (Series II 3/3 GD IIB T4). 
For applications classified Zone 1 (Series II 2/2 GD IIB 
T4), we manufacture pumps made of conductive parts for 
all versions.

QUANTUM은 새로운 오리지널 AODD 펌프입니다.

QUANTUM 펌프는 순환용 펌프로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모든 케미컬 유체를 펌핑 할 수 있습니다.

부식성 및 비 부식성 액체
고점도 유체 이송
솔리드 및 연마제
민감한 액체
인화성 액체

응용분야

주요특성

PTFE (TFM), UPPE 재질

QUANTUM은 Argal에서 개발 제작 한 새로운 오리지널 AODD 펌프입니다.
 
최적화 된 성능은 물론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 또한 갖춘 펌프입니다.
 
UPPE와 PTFE (TFM) 재질로 제작 된 솔리드 블록 구조는 뛰어난 성능,
 
내 화학성과 기계적 강도가 매우 우수하여 어떤 혹독한 케미컬 조건에서도
 
펌핑을 가능하게 합니다.
 
QUANTUM 내부에서 펌핑 된 케미컬은 마찰과 감소를 줄이면서 직접
 
중앙 케이싱으로 유입됩니다.
 
견고성 외에도 공기 소비량 감소, 긴 수명과 구성품의 재활용을
 
보장합니다.

공운전 가능
전원이 필요없음
자유로운 유량과 양정 조절
Free-fastening 다이어프램
자흡 가능

ATEX 적합성
간편한 유지 보수
공기 소비량 감소(비용과 에너지 절약)

최대 7 bar의 흡입 압력

주변온도

작동온도

    분야         적용

       화학
        제약

      산, 알카리, 솔벤트, 알콜
      에멀젼, 초순수 유체

       반도체
           열 전도 및 초순수 유체

           전해 솔루션, 수은
  솔벤트

       표면처리
      갈바닉 베스, 산, 유기용제, 슬러지

      니스, 에나멜

        수처리                중화, 응집

       제지, 인쇄
        접착첨가제, 니스, 잉크

       라텍스, 산, 수지, 안료, 슬러지
      접착제, 규산나트륨

산화 티타늄

     태양광      초순수 유체, 슬러지
      연마 용제

적용 분야

내열온도

재질

PTFE 소재는 내 화학성이 무한한 불소 수지 폴리머입니다.
 
PTFE로 만든 펌프는 산, 혼합물, 수산화물 및 염기성 산과 같은
 
모든 케미컬에 견딥니다.
 
최대 100 ° C 온도의 유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UPPE (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는 내마모성이 높고
 
경질 액체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열가소성 폴리머입니다.
 
-40 ° C ~ + 70 ° C 온도의 유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UANTUM 펌프는 Zone 2 (시리즈 II 3/3 GD IIB T4)로 분류 된
 
폭발성 환경에서 작동하는데 적합합니다.
 
Zone 1 (Series II 2/2 GD IIB T4)으로 분류된 적용의 경우
 
모든 버전에 대해 전도성 부품으로 만들어진 펌프를 제조합니다.

•  뛰어난 내구성과 고효율

• 결빙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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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Q 60

DDQ 160

DDQ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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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Italy       4 

Fluid inlet G 1/2” BSP

Air inlet G  1/4” BSP

Max flow rate 60 l/m’

Max working pressure 8 bar

Delivery head 80 mca

Max suction lift dry 4 mca

Max suction lift wet 9 mca

Max solids size 7,5 mm

Noise 78 dB(A)

Weight
6,8 kg (UPPE) | 
9,9 kg (PTFE)

DIMENSIONS (mm)

DDQ 60 A 220 B 210 C 186

Fluid inlet G 1” BSP

Air inlet G  3/8” BSP

Max flow rate 160 l/m’

Max working pressure 8 bar

Delivery head 80 mca

Max suction lift dry 4 mca

Max suction lift wet 9 mca

Max solids size 11 mm

Noise 80 dB(A)

Weight
11,7 kg (UPPE) | 
18,5 kg (PTFE)

DIMENSIONS (mm)

DDQ 160 A 270 B 250 C 227

Fluid inlet G 1 1/2” BSP

Air inlet G 1/2” BSP

Max flow rate 400 l/m’

Max working pressure 8 bar

Delivery head 80 mca

Max suction lift dry 4 mca

Max suction lift wet 9 mca

Max solids size 19 mm

Noise 83 dB(A)

Weight
27,5 kg (UPPE) | 
43,5 kg (PTFE)

DIMENSIONS (mm)

DDQ 400 A 381 B 330 C 310

TECHNICAL DATA

DDQ 60 • DDQ 160 • DDQ 400

QUA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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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
QUANTUM’S PLUS

INNOVATIVE COMPONENTS

DOUBLE DIAPHRAGM

The QUANTUM pumps construction also included 
free-fastening diaphragms. 
This allows easy maintenance, more safety while      
pumping aggressive liquids and important reduction 
of air consumption. 

VALVES

It’s possible to disassemble the valves for maintenance 
eady onsite.

FREE ICE FORMATION SYSTEM

It is known that AODD pumps are usually suffering 
from ice formation in the distribution system. 
The QUANTUM pumps are an innovative solution      
allowing to redirect exhausted air, at low temperature, 
towards the discharge chamber. Thanks to this, the 
PADS is utterly insensitive to humidity in the air, so 
there is no influence on the efficiency.

SMART PADS

A new simple, compact and highly efficient air               
distribution system was conceived. It is equipped with 
an air capacity regulator - without interfering with the 
pressure used in the control units. 
Thanks to the quick discharge valve, a considerable air 
consumption reduction is noted (up to -30%). 
The QUANTUM pumps can, therefore, operate in any 
work condition. 

DISCHARGE SYSTEM

QUANTUM’s DDQ 1” and DDQ 1 1/2” models are      
equipped with internal pipes to remove the liquid 
from the pump entirely: an efficient and accurate way 

pump.

SECURITY SYSTEM

In addition to the longer life cycle, QUANTUM also of-
fers a great advantage: the pump guarantees a major 
security for operators and the pump itself. The innova-

would not return to the air supply line.

QUANTUM 펌프 구조는  free-fastening 다이어프램
 
방식입니다. 이로인해 유지보수가 쉽고, 가혹한 조건의
 
케미컬을 펌핑하는 동안 안전성이 향상되며, 또한 공기
 
소비를 크게 줄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미 장비에 장착된 펌프 전체를 분해하지 않고도
 

AODD 펌프는 일반적으로 분배 시스템에서 결빙의 영향을
 
받습니다. QUANTUM 펌프는 배기된 공기를 저온에서 배출
 
챔버로 다시 보내지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이로인해 PADS는 공기 중의 습도에 전혀 민감하지 않아
 
펌프의 효율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심플하고 콤팩트하며 고효율의 새로운 공기 분배 시스템이
 
고안되었습니다. 제어 장치에서 사용되는 압력에 간섭없이
 
펌프에 장착된 공기 용량 조절기로 정교하게 컨트롤할수 있어
 
케비테이션을 방지하고 빠른 배출 밸브 덕분에 상당한 공기
 
소비를 감소시킬수 있습니다(최대 -30 %).
 
따라서 QUANTUM 펌프는 모든 작업 조건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QUANTUM의 DDQ 1”및 DDQ 1 1/2”모델에는 펌프에서 액체를
 
완전히 제거하기위한 내부 파이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방법입니다.

더 긴 수명주기 이외에도 QUANTUM은 다음과 같은
 
큰 장점도 제공합니다.
 

 
다이어프램이 파손되면 펌핑된 액체가 공기 공급라인으로
 
돌아가지 않는 혁신적인 구조입니다.

유지보수를 위해 밸브를 쉽게 분해할수 있습니다.
 
체크밸브의 볼과 시트재질 또한 다이어프램과 동일한 재질로
 
마찰과 마모로 인한 내구성을 향상시킵니다.(TFM/PTFE)

                        이것은 펌프의 작동성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이고도
 
정확한 방법입니다.

펌프는 작업자와 펌프자체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ARGAL srl
Via Labirinto, 159 - 25125 BRESCIA - (Italy)

Phone +39 030 3507011 - fax +39 030 3507077 
info@argal.it - www.argalpum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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