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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15 to DN50

Controlling the Flow of corrosive and abrasive 
Chemicals with Thermo-Polymer Materials

Flange형 Ball Valves

부식성 화학 물질을 위한 
Non-Metallic Flow Control Valve Solutions

Non-metallic Ball Valves (Thermo-polymer Materials)
● 부식성 액체 화학 물질을 위한 차단 밸브 및 제어 밸브.
● 유압 볼트 확장으로 Flanges tightening.
● 부식성 제품을 위한 Heat exchangers.

Thermo-polymer Materials PVDF(PolyVinyliDene Fluoride)의 장점
● High chemical resistance, Temperature range (-20°C up to 120°C),
● Abrasion resistance, High temperature stability,
● Welded easily, UV resistance, Smooth finish surface.

* SAFi사의 부식성 화학 물질을 위한 Non-Matallic Flow Control Valve 응용 기술이 (주)에프에이멘과 함께합니다.

대표전화 02) 2058 3303, FAX 02) 2058 3301, http://www.fa-men.co.kr
서산지사 041) 681-3303, 구미지사 054) 472-3215,  여수지사 061) 692-3341

(주)에프에이멘

* PTFE thrust bearing washer
   -  토크를  경감시키고 부드러운 작동, 수명 연장.

* Fully encapsulated steel reinforced Flanges 
    - 노출된 metal backing ring이 필요하지 않음.

* 구형태(Spherical) 밀봉 표면의 압축 성형 Seat.
    - Ball과 Perfact contact, Crystallization에 우수한 내성.

* O-ring(seat/floating 압착) - Low presure에서 Sealing.
   Body O-ring Sealing - Pipe의 Tension stress 방지.

* 2-Piece Body with buttress Threads.
    - Threads는가 매우 견고하여 Plastic에 적합.

* Body locking device.
    - Pipe stress영향으로 인한 밸브 바디의 풀림 방지.

* Moulded sealing rings on Flanges.
   - Gasket의 sealing 향상, Gasket 압출 현상 방지.

Diaphragm Valves
(Plastic 또는 Lined)와 
호환 Dimension 제공

Full bore / Full flow 
1/2" ~ 6"

(DN15 ~ DN150)

Surely I have a delightful Inheritance



Material
Weight loss (mg/1000 rev.)

ASTM D4060, wheel CS-10

PVDF homopolymer (SOLEF®) 5 - 10

PVDF, SOLEF® 21508/31508 5 - 8

PA 6 Polyamid 5

ECTFE, Halar® 13

PP homopolymer 15 - 20

PTFE 500 - 1000

304 stainless steel 50

출처 : SOLVAY

모든 유형의 유량 제어 밸브에는«Vena Contracta(축류)»라는 
제한된 통로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에서는 흐름이 고속으로 가속
되면서 난기류가 생성되며, 소멸 에너지 및 이에 따른 ΔP(Presure
loss,측류계수)가 생성됩니다.(우측 그래프 참조)
유속이 높고 부식성이 있는 화학 물질은 재료에 예기치 않은 
다양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금속의 Corrosion resistance는 일반적으로 정체 유체 (정적 상황)
에서 나타나게 되며,  높은 유속과 난류가 있을 때  ‘침식으로 
야기된 부식(erosion induced corrosion)’ 이라고 알려진 프로세스는 
소위 ‘부식 방지(corrosion resistant )’ 금속까지도 파괴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Special metals 및 다른 Exotic materials보다 성능이 뛰어난
고체 폴리머(Solid polymers)는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Polymers는 빠른 유동 속도, 난류 및 침식, 화학 물질의 성분 조건에 따라 내구성이 달라집니다.
우측표는 ‘TABER’ ASTM D4060 테스트에 의해 확인된 여러 폴리머의
내마모성(abrasion resistance) 수치를 보여 주는 것이며 
수치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Polyamid 외에 낮은 내 화학성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최고의 내 마모성 재료는 PVDF이며  ‘Vena 
contracta’를 고려한 모든 밸브 구성 부분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PVDF를 농축 된 수산화물과 같은 화학적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PPH와 ECTFE는 대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Vena Contracta’ Flow에서 모든 Polymers 중 
내마모성이 가장 않 좋은 재질이 PTFE(우측표 참조)
이나, PTFE의 내화학성으로 인해 글로브 밸브 또는 
다이어프램 밸브와 같은 제어 밸브의 라이너(liner)
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어 밸브는 Process 요구 사항에 따라 압력 강하가 발생하게 되며,
제어 밸브의 경우 ΔP((Presure loss)를 줄이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목표입니다.
‘vena contracta’"의 압력 강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밸브의 ‘압력 회복 계수 FL’ 값은 0과 1 사이에서 다양하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압력 강하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밸브 유형 (글로브, 다이어프램, 버터 플라이, V- 오리피스 볼…)에 따라 
‘Vena Contracta’의 압력 강하가 다소 두드러 지게 나타납니다.
글로브 밸브는 다이어프램 밸브, 버터 플라이 밸브 및 전체 오리피스 볼  
밸브보다 ‘Vena Contracta’에서 압력 강하가 좀 더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적절한 설계로 V- 오리피스 볼 밸브는 글로브 밸브만큼 낮은 압력 강하를 갖게 제조가 됩니다.
 ‘Vena Contracta’에서 글로브 및 V- 오리피스 볼 밸브는 최대 속도가 더 낮아지고, 다이어프램 밸브 및 버터 플라이 밸브는 
최악의 상테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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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성 화학물질의 Flow Control

왜 비금속 재료인가?

어떤 비금속 재료인가?

어떤 유형의 제어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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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 Body and ball made of Glass Reinforced Polypropylene, or PVDF, or ATEX Carbon Fibers Reinforced PP
■ Reinforced integral flanges
■ TA-Luft and ISO 15848 certified stem seals, addressing the severe requirements of contunually 
    adjusting stem position
■ Ultra-Violet resistant materials for outdoor service.
■ Large design margins for better safety and reliability
■ Maintainability and availability of spare parts.

작은 유량을 제어하려면 고체 폴리머 니들 밸브를 선호하며 최적의 안정성으로 0.01까지 낮은 Cv 값을 정확하게 제어 
할 수 있고 원하는 Flow 특성 곡선 위해 시트 직경 4mm, 6mm 또는 8mm와 몇 몇 needle 프로파일이 제공된다.

올바르게 설계된 V-orifice ball 밸브는 ‘variable area orifice plate’처럼 작동합니다.
TECHLINK에서 설계한 V-orifice ball 밸브는 글로브 밸브와 유사한 F(Presure recovery factor F) 값과 완벽한 EQ % 
곡선에 매우 가까운 유량 특성을 나타냅니다.
V-orifice ball 밸브 (표준 볼 밸브와  다름)는 높은 F(Presure recovery factor F) 값으로 
인해 연마 및 부식 부분에서 매우 잘 작동하여 ‘Vena Contracta’에서 적당한 유속을 
제공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부식성 화학 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금속 또는 라이닝이 된 금속 밸브보다 고체 Polymer 밸브가 내구성이 
오래 지속되는 밸브이며 밸브의 외부 부식은 화학 물질 자체 만큼이나 문제가 됩니다.

TECHLINK V-orifice flow control ball  밸브는 Process 데이터에 따라
설계 및 제작 되었으며 Ball과 V-orifice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침식에 대한 최대한 저항력을 제공하기 위해 PVDF로 
만들어 짐, V-orifice 는 필요한 흐름 특성 곡선을 제공하기 위해
CNC 가공에 의해 제작하며, 새로운 모든 패턴은
loop에서 테스트됩니다.

고체 POLYMER MICROFLOW CONTROL NEEDLE VALVES

고체 POLYMER V-ORIFICE BALL VA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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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에 따른 설계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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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IFICE BALL  VALVES CHARACTERISTICS

NEEDLE  VALVE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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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는 금속보다 탄성 계수가 훨씬 낮고 금속과 마찬가지로 일부 화학 물질에서  stress-corrosion cracking의 영향을 
받게되며, 밸브 구조의 바람직하지 않은 응력과 변형(undesirable stress and deformations)을 방지 하려면 가능한 가벼운 
액추에이터 및 관련 액세서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폭발 구역 (Explosion zone) 규격에 의거 금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존재하는 stress-corrosion cracking의 경우 
비금속 몸체 또는 케이스가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EMME Technology (Italy)의 polyarylamide
    바디를 사용한 비금속 랙 및 피니언 유형 공압
    액추에이터, 밸브 최대 2인치 bore, 경량

■ SAMSON positioners model 3725
   (made in Germany)은 매우 콤팩트하며
   Polyphthalamide 케이스이며 무게는 
   거의 500g입며, 최신의 모든 기능이 가득
   ‘스마트 포지셔너’, Ex-IA 방폭
   

TYPICAL CONFIGURATIONS

※ 고객 요구 사양 제품 탑재 가능



Polypropylene or PVDF 강화 유리로 만든 일체형 플랜지가 있는 밸브로 
적절한 등급의 O- 링이 장착된 이 제품은 강한 산,  수산화 나트륨 및 
수산화 칼륨, 모든 금속염(all metal salts)및 기타 여러 부식성 화학
물질에 대한 가장 안전한 차단 밸브입니다.
가볍고 부식에 강한 Acutator 및 Position detectors를 장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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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dy Glass-fiber reinforced
polypropylene  (GRPP) /
Anti-static polypropylene /
PVDF

2 V-orifice PP / PVDF

3 Ball PP / GRPP/ PVDF

4 Seat loading O-ring EPDM / FKM / FEP

5 Seat PTFE

6 Body O-rings EPDM / FKM

7 Stem O-ring EPDM / FKM / FFKM

8 Stem GRPP / PVDF

9 Stem coupling 316L

10 Actuator Polyarylamide / Hard
andodized aluminium

11 Brackets 316L

12 Tubing and fittings 316L

13 SAMSON Model
3725 Positioner

Polyphthalamide

14 Positioner cover Polycarbonate
NEEDLE VALVES

2

12

9

1 Flanged Body PPH or PVDF

2 Body Gasket EPDM or FKM

3 Seat PPH or PVDF

4 Needle PPH or PVDF

5 Piston PPH

6 Spring Stainless Steel 304

7 Cylinder Body Anodized Aluminium

8 Cylinder Head Annodized Aluminium

9 Bolting 316L or 304L

10 Stem                     316L or 304L

11 Stem  Indicator                PVDF

12  Positioner head  Polyarylamide or epoxy
                    coated aluminium

V-ORIFICE BALL  VALVES

SHUT-OFF BALL VA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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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SITE SERVICES

적용 유체(TYPICAL FLUIDS)

APPLICATION

■ Setup of Positioners

■ Positioners “hunting” 진단 .

■ Cavitation, 침식(erosion), 부식(corrosion) 진단.

■ Limit switches Adjustment

■ 누수(leaks) 수리

■ Brine

■ Wet chlorine

■ Hydrochloric acid

■ Caustic soda

■ Sodium carbonate

■ Sodium hypochlorite

■ Sodium chlorate

■ Sulphuric acid

■ Chlorine dioxide

■ Sodium sulphite

■ Bromine

■ Ferric chloride

■ Zinc sulphate

■ Copper chloride

■ Aqua regia

■ Copper sulphate

■ …

Chlro-Alkali plant
Brine from saturator to treatment tank
Brine flow to brine filter
Brine flow to electrolyzer
Weak brine tank level control
Weak brine tank acid injection valve
Dechlorinator brine tank level control
Dechlorinator caustic and sodium bisulphite dozing valve
Catholyte flow to electrolyzer
Catholyte tank level control
DM water flow control to electrolyzer
Chlorine pressure control to hypo
Electrolyzer differential pressure control(hydrogen pressure)
Primary hypo ORP control
Secondary hypo tank level control
Weak chlorine blower bypass pressure control valve
HCl unit chlorine flow control
HCl unit weak chlorine flow control
HCl unit DM water flow control

Water treatment plant
Hydrochloric acid, caustic soda
Sulphuric acid
Poly-aluminium chloride
Ferric chloride
Copper, Aluminium or Ferric sulphate
Benzalkonium chloride
Chlorinated water, Sodium Hypochlorite
Ozone, Hydrogen peroxyde, Chlorine dioxide

Paper pulp mill
Chlorate cell hydrogen pressure control
Chlorate flow to ClO2 generator
HCl FLOW to ClO2 Generator
Air flow to ClO2 Generator
Weak chlorine recycle flow to ClO2 
Generator
Chilled water flow to ClO2 Absorber
ClO2 pump tank level control valve
Weak chlorate evaporator level control
Weak chlorate evaporator pressure control
Chlorate flow temp control valve to ClO2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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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프에이멘은 무한가치의 자동제어 미래를 향한 도전과 열정 으로 반도체 장비(FA), 석유화학, 환경 Utilty(크린룸, 수질), 플랜트(Plant)시장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제어 Solution을 제공하는 자동 제어 전문기업 입니다.

Surely I have a delightful Inheritance

SELECTED REFERENCE LIST

(주)에프에이멘

■ LG-Chemical, Daesan, Korea
    Integrated PVC plant.
    Three DN 40 PVDF valves for dirty HCL with carbon black and trace EDC.(Multiple repeat orders).

■ LS-Nikko, Ulsan, Korea
    Copper refinery
    DN100 and DN150 GRPP valves for electro-refining sludge processing(Selenium recovery unit).

■ Hanwha, Ulsan, Korea
    Chlorine and CPVC manufacturer. Three V-ball valve PVDF on CPVC slurry

■ Planta Recuperadora de Metales SpA (PRM), Chile
    (An affiliate of LS-Nikko and CODELCO)
    DN80 and DN100 GRPP valves for electro-refining sludge processing(Rare metals recovery unit)

■ Aditya Birla Chemicals, Rayong, Thailand
    Chlor-Alkali plant. and ECH, DN50 PVDF valve, sodium hypochlorite
    DN25 GRPP valves, caustic soda 33%,  
    DN25 GRPP valves, hydrochloric acid 32-36% in ECH incineration plant.

■ Asahi Glass Chemicals, Rayong, Thailand
    Chlor-Alkali plant, potassium hydroxide manufacturer
    DN15, PPH needle valves on HCL 35% for pH control, DN25, PVDF V-ball valve on depleted brine

■ Asahi Glass Chemicals, Samutprakarn, Thailand
    Chlor-Alkali plant, part of a glass manufacturing complex
    DN 80, GRPP valve, Brine feed to electrolyser cell, DN 80, GRPP valve, Caustic soda 31%,
    DN50, GRPP valve on depleted brine, DN15, PPH needle valves on HCL 10% for pH control,
    DN15, PPH needle valves on NaOH 5% for pH control, DN15, PPH needle valves on NaOCL 12% + CL2

■ Phonix Pulp & Paper, (SCG group), Khon Kaen, Thailand
    Paper pulp mill with integrated chemical plant (C/A and sodium chlorate)
    DN25 GRPP, v-ball valve, on HCL 20% on acid mixing station
    DN25 GRPP, V-ball valve, on demine water on acid mixing station
    DN15, PPH needle valve, on acid 32% on acid mixing station.

■ Jiangsu OCI, Taixing, Jiangsu, China
    Chlor-Alkali plant, potassium hydroxide plant. PPH needle valve on HCL 35% for pH control

■ Chlorpars, Tabriz, East-Azerbaijan, Iran
    Chlor-Alkali plant, PPH Needle valve on HCL 33%

■ DCW, Tutticorin, Tamil Nadu, India
    Chlor-Alkali and Rutile plant. DN50 PVDF valve, HCL 36% recirculation.

■ Gujarat Fluorochemicals, Dahej, Gujarat, India
    Chlor-alkali plant, fluoropolymers and Refrigerants manufacturer
    DN50 PVDF valve, HCL 35%, at head of 200m pipeline

■ UMICORE Jiangmen Battery Materials Co, Ltd, China
    264 control valves for metal sulphate, caustic soda and ammonia solution, 
    for reactor feed control

■ Johnson Mattey, Zhangjiagang, Jiangsu Province
    Precious and rare metals recovery plant, PVDF Needle valve DN15 on H2O2
    PVDF Needle valve DN15 on HCl, Two PPH Needle valves DN15 on 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 Novasep, Shanghai, China
    Manufacturer of filtration skids, DN150 GRPP valve, pressure control of vacuum in reactor

■ Severn-Trent-Denora, Singapore
    Off-shore seawater electrochlorination systems
    DN50 GRPP valves for chlorinated sea-water injection on FPSO's. (15 proje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