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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OFFER ▶ 
ABO사는 밸브 생산, 조립, 현장 설치
감독, 설치 엔지니어링 및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PRODUCT LINE
•Concentric butterfly VaIves
•PTFE lined butterfly Valves
•Double offset butterfly VaIves
•Triple offset butterfly Valves
•Knife gate VaIves & Ball Valves
•Gate Valves & Check Valves 
•Y-strainers, Actuators
•Accessories and Spare parts

▶ 폴란드 JET 연료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

▶ ABO SERIES 900,SOFT SEATED BUTTER-FLY VALVE
    •본체 : DN600, GGG40, LUG type • 디스크 : CF8M, EPDM 시트, -25 °C ~ +125 °C, 
    •특수 유체 동력 액추에이터 포함.

•ABO Resilient 버터 플라이 밸브는
   HVAC 부문, Water treatment, Air 
   Distribution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솔루션 제공.

•온수 또는 응축수 유량 제어를 위한 설계로
   Recuperation Systems,Ventilation & 
   Air Distribution, De-aeration, Steam, 
   난방시스템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

▶ ABO TRIPLE EX-CENTRICITY VALVE
•DN80 ~ DN500, 최대 작동 압력 up to 50 bar, -60 °C ~ +500 °C
•옵션 : 특수 샤프트 글랜드가 있는 TA-Luft 밀폐 밸브, API 609, ISO 5752, EN 558 표준 설계.
•SIL2 / SIL3 인증.

•에너지 산업, 원유 및 천연 가스, 정유공장
   Refineries, 화학 및 석유 화학 산업,
   Metallurgy(and heavy industry in 
   general), 펄프 및 제지 산업, 광업, Heat 
   Recovery, Steam Heating등에 적합.

•Triple offset ABO 밸브는 우수한 설계 
   매개 변수, 최고의 수명, 쉬운 유지 보수 
   로 고객에게 막대한 비용 절감을 줄 것임.

ABO 밸브는 Oil & Gas, 석유 화학 산업, 에너지, 발전소, Ship-Building 산업
등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 CRYOGENIC(극저온)VALVES
액체 천연 가스 처리를 위한  Double
offset 버터 플라이 밸브 2E 시리즈
Cryogenic Line 제품 출시.

ABO Cryogenic 밸브는 액화 천연 
가스 수송, 저장 및 주입시스템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

◐ BI-DIRECTIONAL LINE OF
         DOUBLE OFFSET VALVES
BI-Directional Line, RS Design의
Double offset 밸브
RS Design Sizes DN50 ~ DN600 
Tightness class A(EN 12266-1) 
분리형 스템으로 큰 온도 변화에 
시트가 잘 적응함,

◐ EPDM SUPER HT SEAT FOR 
    SERIES900
EPDM Super HT시트는 
MAX DN 400, -10 °C ~ +150 °C. 
실리콘 또는 불소고무(Fluoro 
Elastomers (FKM)와 같은 고무 
화합물과 비교시 훨씬 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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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offset Butterfry Valve는 DN50 ~ 
   DN600, Wafer 또는 Lug Body Design,
   BI-Directional Line 제품도 공급함. 
   SIL2 및 SIL3 인증, 특수 TA-Luft 스터핑 
   박스(Stuffing box), ATEX  규격 지원, 
•원유, 석유 제품, 연료, 오일, 가스, Steam, 
   Heat Recovery, Bitumen 등을 위한 솔루션.

ABO의 double excentricity 2E 시리즈 고성능 밸브가 폴란드 파이프 라인에 설치 되었습니다. 
매체 :  Jet Fuel, ATEX 및 FIRE SAFE 성능 
파이프 라인 매체의 잠재적 폭발 방지 설계
(Custom-made ,,spac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