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압식 콘트롤밸브
PV922
(V922 글로브 밸브 시리즈 와 선형 구동기PA
구동기PA 시리즈)
시리즈
설명(
설명(개요)
개요
PV922 콘트롤 밸브 는 단일시트,2방 몸체로 배관에 직렬로
연결하도록 구성되었다
PA 공압식 구동기는 고무 다이어프램 과 멀티 스프링이 있다.
구동기의 동작은 DA-정동작(에어 차단시 닫는 동작) 또는
RA-역동작(에어 차단시 여는 동작)일 수 있다.
PV922밸브는 어느 공정조건에서나 정확한 제어를 보장하기
위해서 설계 되었다.
자동 배수 설계는 이상적으로 클린 스팀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
에 적합하다.
특장점
단일시트,2방 밸브,정동작 또는 역동작 밸브.
밸브 맨 위 플랜지는 몸체에 영구히 부착 되어있고,
제거하지 않아도 구동기 교체가 가능.
금속과 금속 또는 연질 실링
표준 표면마무리
침수 부품< 0,5 microns Ra
외부 :
몸체- 좋은 가공
(연마 또는 전해연마 선택사양)
구동기-새틴 비드 블라스터 마감-1.6 microns Ra
선택사양:

연질 실링
위치 전송기
공압식 파이롯트 포지셔너
에어필터 레귤레이터
상부에 수동 핸들

사용처:

포화증기에서 자체 배출 디자인
고온 및 과열된 물
공기 및 구조와 호환성을 가지는 가스

사용모델:

PV922

밸브사이즈:

DN15 to DN50

연결방법:

호환되는 트라이 클램프 또는 용접
끝단

공압 구동기:

PA-205,PA-280,PA-340,PA-435

최대에어공급압력:
사용온도:
스템실링:

3.5 bar

플러그 타입:

Equal percentage (EQP)
Linear (PL)
On-Off (ON)
풀포트-표준
요청시 마이크로 후로우
또는 레듀싱 포트

포트:

-20°C .... +70°C
VITON/PTFE O-링-160°C
다이어프램 선택사양

구동기 연결방법:
1/4" NPT-F
제어신호:
0.2 ~1 bar; 0.4 ~ 1.2 bar; 0.4 ~ 2 bar
전기식 구동기:
카탈로그 IS EL20.00 E 참조
선택 방법:
방법:
배관 직경과 일치하는 사이즈를 맞추면 결코 안되고 실제 요구되는 스팀 또는 물의 유량에 맞게 선정한다.
밸브 계산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거나 공장에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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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가능한 여비부품

인증 치수에 대한 문의는 공장
치수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Not available with ASME BPE

Kvs 단위는 m3/h , IS PV10.00 E데이터시트 참조 ;
변환하면 Kvs = Cv(U.S) x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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