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Hazardous)환경에서 사용되는 밸브

생애주기비용(LCC) 절감
유해물질 무방출
공장의 안전성 개선
저렴한 유지관리비

위험한 환경(HAZARDOUS)에서 사용되는 
         첨단 벨로우즈 실(BELLOWS SEALED) 기술

다양한 수동, 자동/차단 및 제어 
벨로우즈 실 글로브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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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야

descote 밸브는 위험성, 부식성, 연소성, 자연발화성, 유독성이 강한 
모든 매체와 ASME B31.3 규정의 카테고리 M에 해당하는 모든 유체
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증

유럽 압력장비 지침(PED 97/23/EC) 준수
descote 밸브는 코노코필립스(CoP) 및 UOP HF ALKYLATION의 

공정 설계 사양 설명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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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스템과 보닛에 단접한 금속 벨로우즈(Matal bellows)가 
공정 유체와 대기 사이에 지속적인 금속성 장막을 제공하여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벨 로 우 즈 실 기 술

자동/차단 벨로우즈 실 글로브 밸브 - 2100BAT/2500BAT 모델

표준범위

제원    DN15 ~ DN400 - 1/2’’ ~ 16’’
등급 ISO PN25 ~ PN100 - ANSI Class 150lbs ~ Class 600lbs
작동온도  -101°C ~ +400°C / -150°F ~ +750°F

표준범위

제원    DN25 ~ DN200 - 1’’ ~ 8’’
등급 ISO PN25 ~ PN100 - AINSI Class 150lbs ~ Class 600lbs
작동온도  -101°C ~ +400°C / -150°F ~ +750°F

     원격 조종

저장 탱크용 이중 밀봉장치 - 2200/2300 모델

제어 벨로우즈 실 글로브 밸브 - 2100BAC/2500BAC 모델

표준범위

제원    DN15 ~ DN400 - 1/2’’ ~ 16’’
등급 ISO PN25 ~ PN100 - ANSI Class 150lbs ~ Class 600lbs
작동온도  -101°C ~ +400°C / -150°F ~ +750°F

계측용 벨로우즈 실 글로브 밸브 - 2020 모델

표준범위

제원    DN6 ~ DN15 - 1/8’’ ~ 1/2’’
등급 ISO PN25 ~ PN250 - ANSI Class 150lbs ~ Class 1500lbs
작동온도  -80°C ~ +400°C / -110°F ~ +750°F

수동 벨로우즈 실 글로브 밸브 - 2100B 모델 

표준범위

제원 DN15 ~ DN400 - 1/2’’ ~ 16’’
등급 ISO PN25 ~ PN250 - ANSI Class 150lbs ~ Class 1500lbs 
작동온도 -101°C ~ +400°C / -150°F ~ +750°F
적용         위험한 환경에서 일반 용도로 사용

표준범위

제원  DN15 ~ DN400 - 1/2’’ ~ 16’’
등급 ISO PN25 ~ PN250 - ANSI Class 150lbs ~ Class 1500lbs
작동온도 -101°C ~ +400°C / -150°F ~ +750°F
적용 응고 및 중합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용 권장

수동 벨로우즈 실 글로브 밸브 - 2500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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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탄소강
저온 탄소강
스테인레스 스틸  
특수 합금: Duplex Alloys, Hastelloy®, 
Inconel®, Incoloy®, Monel® 등.

ASME B16.34
ASME B31.3 category M 
API 600
EN 13709 / EN 12569 
BS 1873
GB/T 12235
HG standards (중국)   
JIS B standards (일본) 
GOST standards (러시아)
기타 다른 표준들

적용�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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