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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성 액체 및 초순수 액체용

®

� PVC � Corzan™ CPVC

� 폴리프로필렌

� PTFE � Kynar™ PVDF

미국에서 제작

�밸브
�액츄에이터
�게이지 가드
�사이트 글라스
�정량 펌프



Series “PRD”차동 압력조절기
필터,기기등에서차압을조절하여시스템의보호
세그먼트로유입되는압력이배출압력을초과하지

않도록합니다.이밸브는압력강하를최소화하고
성능을개선하는동시에필터또는기기에서압력이

초과되지않도록방지합니다. 크기: 1 /4~ 3 " (PVC,
Natural Polypro,주문시다른재질도가능)

Series “PRH”및 Series “PRHM” 압력조절기
일정하거나변하는흡입압력을정확하게줄이고

조절하고최대배출압력을미리설정한대로

일정하게 유지합니다.설정한압력에서압력
강하를최소화하면서가스유량을최대화하는

최고의제품으로업계에서인정받고있습니다.
압력조절기설정범위는 5~ 125PSI이지만일부
크기/재질조합시이범위가좁아집니다.크기:
1 /4~ 3 "인치(PVC, Natural Polypro 및 PVDF),
1 /4~ 11 /2인치(CPVC및 PTFE).

Series “RVT”및 “RVD” GRADUAL O PENING
압력이초과되지않도록
방지하거나,역압을유지하거나,
용기및파이프에서자동으로
우회합니다. Series RVDM(본
카탈로그에는없음)인라인
패턴은정교한작동을위해
마찰이발생하지않는롤링
다이어프램디자인을채택하고
있습니다. Series RVT는앵글
패턴설계를채택하고있습니다.
설정: 5~ 100PSI. Fail Dry®,
1/2~2인치. Series RVD 앵글패턴
다이어프램설계(본
카탈로그에는없음)의크기
는 1 /8~ 1 /2인치 NPT,
50~ 150 PSI입니다. Series
RVTX의크기는 3인치
NPT입니다.

압압력력  조조절절  밸밸브브,,  바바이이패패스스  밸밸브브  및및  안안티티  사사이이펀펀  밸밸브브((역역압압력력조조절절기기라라고고도도  함함))

Series “RVDT” PTFE 다이어프램
PTFE 다이어프램은 부식
방지, 오염 방지 씰 및
다양한 기능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탄성중합체가 젖지 않으며
특허 받은 Fail Dry®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 혹독한 환경 및 초순수
액체 응용 분야에
적합합니다. PVC, CPVC,
폴리프로필렌, PVDF (Kynar®),
PTFE. 기: 1/4~2인치.

Series “TRVDT” 3방향 밸브
세 번째 포트는 우회 응용
분야에 배관 편의를
제공합니다. PTFE
다이어프램은 매우 뛰어난
부식 방지 및 오염 방지 씰을
제공합니다. 탄성중합체가
젖지 않습니다. 특허 받은
Fail Dry®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혹독한 환경 및
초순수 액체 응용 분야에
적합. PVC, CPVC,
폴리프로필렌, PVDF (Kynar®),
PTFE. 크기: 1/2~1인치.

압압력력조조절절 밸밸브브

Series “PRH-U” 및 “UPR” 초순수 압력조절기
초고순도의압력조절기입니다. 
PRH-U는금속이온이포함되어있지
않은 EPDM 탄성중합체가사용된
Kynar 7 40  몸체를가지고있으며
비상승조정기능을갖추고
있습니다. UPR는 TFM
다이어프램에장착되어있으며
추가잠금장치가없고 SEMI
F-57  사양을충족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PRH-U

압력조절기설정: 1 0~ 125PSI, 크기: 1 /4~ 3인치. UPR 설정: 5 ~ 100PSI,
크기: 1 /4~ 2인치. PRH-U 및 UPR 둘다스피곳유형을선택할수
있습니다. 또한독자적인 POM 사전조립세척기능, 1 6시간냉/온수
세척기능과최종 Class 1 00  세척및더블백절차를갖추고있습니다.

Series “PRA” AIR LOADED 압력조절기
Series “PRS” 압력균형기

압력변화에대한응답개선을통해스프링
로드압력조절기보다뛰어난성능을
발휘합니다. 유량이줄지않고압력이
유지됩니다. 특허받은 Fail Dry®안전기능을
갖추고있습니다. 압력조절기설정:5 ~ 125PSI.
크기: 1 /4~ 3인치. 특허받은 Stab ilizer® Series
PRS와함께사용하면실제로 PRA는설정된

값에서압력강하없이작동합니다. 이제품의성능은
해외컨트롤밸브와견줄수있지만비용면에서훨씬
경제적입니다.

Series “CK” 및 “CKD” 특수용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Series CK는 Series CKM과
동일한평상시닫혀있는
다이어프램설계를
채택하고있으며크기는
3 /4인치및 1인치입니다.
Series CKD는극도로낮은
압력또는유량에이상적인
평상시열려있는
다이어프램체크밸브
로닫으려면 0 .5PSI가
필요합니다.  크기: 1 /4인치

및 1 /2인치(PVC, Natural Polypro, PTFE 및
PVDF).

체체크크밸밸브브및및진진공공해해소소장장치치

Series “CKM” 다이어프램 체크밸브 및
Series “CKS” 자동닫힘 체크 밸브

누출방지체크밸브는물,
부식성액체및초순수
액체의역류를
방지합니다. 자동밀봉
설계로인해어디에나
장착할수있습니다.
고유하게성형된
다이어프램크기:
1 /2인치, 3 /4인치및
1인치. 자가유도포핏의

크기: 1 1 /2인치, 2인치및 3인치. 두스타일
모두평상시닫혀있고역류역압이
필요하지않습니다. 또한조용히작동하고
매번동일한위치에장착됩니다. PVC,
CPVC, Polypro, PVDF.

Series “VBM” 및 “VBS” 진공 해소 장치
보호용진공해소장치는
불필요한사이펀작용또는
저장탱크축소현상을
없앱니다. 정교하게성형된
다이어프램은평상시닫혀
있고최소의진공에
반응합니다. 그러나벽이
얇은탱크보호용으로는
사용하지않는것이
좋습니다. 크기: 1 /2인치,
3 /4인치및 1인치 NPT.
새로운 Series VBS는

평상시닫혀있는설계를채택하고있으며
11 /2인치, 2인치및 3인치 NPT 크기에서더
뛰어난용량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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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PS”  파일럿 작동식
고압, 고속용량. 파일럿작동식설계에는
밸브전체에서 5PSI의차압이필요합니다.
흡입압력: 5 ~ 140PSI, 역압: 최대 70PSI.
Cv:5.2~80. 특허받은 Fail-Dry®안전설계를
채택하고있습니다. PTFE 벨로즈격막형씰.
모든유형의용액에사용할수있습니다.
크기: 1 /2~ 3인치. PVC, CPVC, Natural
Polypro, PVDF.

Series “EAST”  소형,  직접 작동식
직접작동하는소형디자인은공간이좁은
고압응용분야를위한경제적인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허받은 Fail Dry®안전설계를
채택하고있습니다. 모든유형의용액즉, 산,
부식성용액, 용제, 염소계용액및초순수
액체에사용할수있습니다. 수명주기:
2 ,0 0 0 ,0 00회. 크기: 1 /4인치및 1 /2인치. Cv :
오리피스가 3 /1 6인치인경우 0 .5  또는
오리피스가 1 /4인치인경우 0 .8 . PVC, CPVC,
Natural Polypro, PVDF.

SOLENOID 밸밸브브

특수용 SO LE NO ID  밸브Series “EASY-NO” 및 Series“THP”
평상시에는열려있는직접작동식 Series
EASY-NO는전원이공급되면닫힙니다.
전원공급이끊긴경우에도지속적인유량이
필요한응용분야를위해설계되었습니다.
압력이최대 70PSI인압력, 배수또는진공
서비스에적합합니다. 직접작동식 Series THP는
최대 100PSI의흡입압력및역압에적합한
다목적밸브로, 3방향밸브, 평상시열린밸브
또는평상시닫힌밸브일수있습니다.  EASY-NO
및 THP의크기(PVC): 1 /4인치및 1 /2인치 .

Series “EASMT” 및 “E ASYMT” 직접 작동식 PTFE  벨로즈
실제로 모든 용액(산, 부식성 용액 등)을
사용하는 혹독한 응용 분야를 위한 이상적인
직접 작동식 밸브입니다. 고유한 "벨로즈형"
설계로 인해 동적 격막 봉인이 가능하고 배기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수명 주기:
2,000,000회. Fail Dry® 안전 설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크기: 1/4~1인치. Cv: 1.1~4.7,
오리피스: 3/8~11/16인치.  PVC, CPVC, 유리 함유
Polypro, PVDF.

Series “ABV” 및 “ABR”  2방향 및 Series “TABV”와 “TABR”
3방향 공대공 또는 스프링 리턴 공압 작동식 볼 밸브

견고하게만들어진열가소성구조 – 부식이
일어나는환경에이상적입니다. 배관응력을
줄이기위해가벼운소형어셈블리로되어
있습니다. True Blue™ 볼밸브몸체의장착
러그에부착되어있습니다.대부분의
모델에서수동재정의표준을채택했습니다.
스프링리턴옵션이있습니다. Lim it  Stops 및
Lim it  Switches를사용할수있습니다. ABV
크기: 1 /2~ 3인치, 랙및 Pin ion  ABR 크기:
1 /4~ 4인치

TRUE-BLUE™ SERIES “MBV”  수동식 트러니언 볼 밸브
이밸브는버블타이트씰을제공하며
완벽하게가공된부드러운광택볼을
사용하여쉽게돌릴수있습니다. 볼이
계속해서중앙에오도록트러니언을
사용하여설계했으며, 파손되지않도록
샤프트를강화하고, 안정성을위해
이중으로밀봉했습니다. PTFE 시트는
토크를줄이고시트수명을늘리기위해

O링으로백로드됩니다. 모든밸브는특별한공구나변경없이단몇
분내에작동할수있고수명을연장할수있도록제작되었습니다.
PVC, CPVC, PP 및 PVDF, 3방향 Series TMBV의크기(PVC 및 CPVC):
1 /2~ 4인치, NPT, IPS, BSP, 메트릭소켓.

SERIES “LMBV” LATERAL REDUCING 볼 밸브
혁신적인볼밸브어댑터는추가
부품없이티에쉽게장착할수
있습니다. 또한제로레그가
발생하지않는값비싼밸브의
교체품으로이상적입니다. 볼밸브
크기: 1 /2~ 2인치. 티어댑터표준:
3 /4~ 3인치, 다른크기는공장으로

문의하십시오. PVC, CPVC, PVDF 및천연폴리프로필렌, 소켓또는
맞대기융착으로제공됩니다.

볼볼밸밸브브

Series “ZC”  유량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컨트롤 볼 밸브
유량을원활하게제어할수있는수동또는전기적으로작동하는볼밸브입니다. 표준
V-볼각도를사용하여선택하는경우 4 -20m A(0 -10VDC) Series EBVA 액츄에이터에
특수절단된 ZC 볼을사용하여정밀하게제어할수있습니다. 특허출원중인
" Batwing"  설계를채택하여선형유량제어가가능합니다. 거의모든응용분야의
정확한유량에맞도록주문형절단도제공합니다. 크기: 1 /2~ 4인치(PVC, CPVC,
Natural Polypro 및 PVDF).

Series “EBVA” 2방향 및 Series “T E BVA”
전자적으로 작동하는 3방향 볼 밸브
AC 또는 DC 중에서자동으로전압을
감지하는기능을갖춘다전압
액츄에이터입니다. 작은크기에 5 .5초를
주기로돌아가는방열, 응결및토크방지
기능을갖춘튼튼한모터입니다. IP65  내후성
표준을충족하도록설계되었습니다. 견고한
플라스틱구조 – 부식성환경에
이상적입니다. 수동재정의, 위치및상태
표시기표준을갖춘소형디자인. 밸브본체

장착러그에부착되어있습니다. 자동안전장치와 4 -20m A
또는 0 -10VDC 디지털옵션을사용할수있습니다. 밸브
범위(1 /2~ 4인치)에서크기가다른 2개의액츄에이터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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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기및및가가스스배배출출밸밸브브

SERIES “DGV” 연속 가스 제거 밸브
시스템작동시발생하는소량의가스를배출하기위한
장치입니다. Polypro 플로트가액체증가시밸브를닫고
플로트챔버가가스로차면이밸브를엽니다. 외부또는
내부에금속부품이없습니다. 혹독한환경에
이상적입니다. 최대작동압력: 1 0 0PSI. PVC, CPVC,
Natural Polypro 또는 PVDF 몸체재질(1 /2인치 NPT
배관포함), 1 /8인치 NPT 배출포트.

SERIES “ARV” 공기 배출 밸브
시스템가동시많은양의가스를배출시키기위한
장치입니다. 고유한자가유도포핏으로인해시스템
액체의배출을최소화하고볼유형설계보다더
안정적으로밀봉합니다. 액체가존재하는한
0PSI에서닫히고 10 -15PSI에서단단히밀봉됩니다.
PVC 및 CPVC(1 /2인치, 3 /4인치및 1인치 NPT 배관).

차차단단밸밸브브

Series “BAT”, “BLT” 및 “BST ” 차단 밸브
자동,  공기 작동식

2방향구형차단밸브는 PTFE
샤프트설계및 Fail Dry®설계를
채택했으며투명아크릴에어
실린더가밸브위치를
표시합니다(모두표준). 1 0년
동안뛰어난성능이입증된
매우튼튼한밸브입니다. Series
BAT는양방향으로이동하는
공기에의해열리고닫힙니다.
Series BLT는액체공정압력에

의해열리고공기에의해닫힙니다. Series BST는
공기와스프링에의해평상시닫혀있거나열려
있습니다. 크기: 1 /2~ 2인치.

Series “BSDA” 공기 작동식 PTFE
다이어프램 밸브

긴수명및소형디자인. 물,
초고순도액체또는
부식성이높은액체에
최적의제품입니다. 젖지
않은탄성중합체를사용한
PTFE 다이어프램입니다.
백만번사용할수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암컷소켓, 암컷스레드,
스피곳또는플레어를사용하여연결할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Fail Dry®안전기능을
갖추고있습니다. 데드레그를방지하기
위한부드러운내부구멍이있습니다.
1 /8인치 NPT 배관을갖추고있으며표준은
평상시닫혀있는스프링리턴입니다. 크기:
1 /2~ 2인치(PVC).

고압 Series “BSR” 공기 작동식 소형
차단 밸브

BSR 공기작동식
밸브는평상시에는
닫혀있고순수및
부식성액체응용
분야에적합합니다. 저
마찰설계, 버블타이트

씰및젖지않은금속을채택하고
있습니다. 크기: 1 /2~ 3 /4인치. Cv  2 .5  및
5 .0 , 최대 150PSI, 진공서비스사용
가능.

Series “HSA” 및 “HTA”  핀치 밸브
공기 작동식 밸브는 슬리브를
"눌러" 유량을 차단하고, 일반
시트 및 완벽한 밀봉 설계 시
오염물질 또는 먼지로 인해
단단히 밀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이상적입니다. HSA는

PVC, CPVC, Natural Polypro 또는 PVDF의 1/2~1인치
배관인, EPDMh2의 특허 출원 중인 성형된 관절 슬리브
몰드를 닫는 인라인 설계입니다. HTA는 사용자가
제공한 3 /8~ 1 /2인치 직경의 튜브를 누릅니다.

SERIES “IDA” 퀵 덤프 밸브
싱크또는탱크의급속
와류를비우기위해설치된
배수밸브입니다.  IDA는
공기에의해양방향으로
작동하는설계또는평상시
닫혀있는스프링리턴
설계를채택합니다. 고용량

설계는일반펌프밸브의유량의최대 2배까지
제공하고최대 25인치의헤드를사용하여
완벽한밀봉상태를유지합니다. 크기: 4인치,
5인치및 6인치(PVDF, Polypro 또는 PVC) .

Series “MFR” 수동식
자동 닫힘 밸브

평상시닫혀있는MFR 손
및발작동식밸브는한
손또는두손모두를
다른일을하는데써야
하는응용분야에적합한
제품입니다.  자동스프링

리턴닫힘밸브는버블타이트씰을
갖추고있습니다.  저마찰설계, 젖지
않는금속을채택했습니다. 크기:
1 /2~ 3 /4인치. Cv  2 .5  및 5 .0 , 최대
150PSI, 진공서비스사용가능.

게게이이지지가가드드,, 기기기기및및 컨컨트트롤롤

SERIES “GGS” 화학 게이지 가드
SERIES “GGME” 소형 다이어프램 씰
PTFE 또는 Viton  격막씰을선택할수있어높은
정확도를유지하면서부식및막힘현상으로부터
기기를보호합니다. 고유한강철헥스게이지
연결(젖지않음)로인해손상가능성을없앱니다.
2 1 /2인치스테인리스강압력또는진공게이지가
있든없는사용할수있습니다. 흡입구: 1 /2인치.
게이지연결: 1 /4인치또는 1 /2인치. 소형다이어프램
씰 Series GGME 역시압력및진공에사용됩니다. 

SERIES “GGMU” 초순수 게이지 가드
고유한인라인설계로박테리아증식의
온상및오염원이될수있는"데드레그"
현상을없앱니다. 염색안된열가소성
재질, FKM 또는금속 이온이없는 EPDM.
특별히유연한탄성중합체스풀이
게이지를채우는액체와시스템액체를
구분하여정확하게판독할수있습니다.
기존배관시스템에적용할수있습니다.
크기: 1 /2~ 2인치.

SERIES “SWT” 압력 스위치
배관시스템의압력이설정한압력으로상승
또는하강할때장치에신호를보내는데
사용됩니다. 조정나사를사용하여쉽게조절할
수있습니다. 최대작동압력: 150PSI. NEMA 4X
설계를채택했으며, 특허받은 Fail-Dry® 안전
배출, PTFE 다이어프램(탄성중합체가젖지
않음) 및전체가플라스틱으로된그립을
갖추고있습니다. 스냅동작방식 16A mp/3
터미널스위치가표준입니다. 25A mp 및낮은
불감대 3A mp 스위치는선택사항입니다. 모두
UL 및 CSA 인증을받았습니다. PVC(1 /2인치
NPT 배관).

SERIES “PT-SS” TRIDICATOR
눈에띄지않는추가프로브가장착된일체형
압력및온도게이지입니다. 젖은금속을견딜수
있는응용분야에적합합니다.  강철케이스및
스테인리스강배관, 2 1 /2인치또는 3인치의
게이지표면에서여러압력범위를사용할수
있습니다.

PLAST-O-MATIC VALVES, INC. • 973 -256 -3000 • 팩팩스스: 973-256-4745 • www.p las tomat ic .com



Series“S” 멀티포트
소형선택밸브는 2방향,
3방향, 4방향, 5방향및다중
스택드릴링을제공합니다.
실험실에서사용하거나여
러액체중에서선택해야
하는기타응용분야에
적합합니다.  수동또는
자동으로작동합니다. 크

기: 1 /4인치또는 1 /2인치(PVC, CPVC,
Polypro, PVDF 또는 PTFE).

다다이이버버트트밸밸브브및및멀멀티티포포트트밸밸브브

Series “F” 및 “BFS” 공기 작동식
다이버트

3방향구형밸브또는
샘플링밸브는균형
잡힌샤프트설계및
Fail Dry®설계를
채택했으며투명
아크릴에어실린더가
밸브위치를
표시합니다(모두
표준). 1 0년동안
뛰어난성능이입증된

매우튼튼한밸브입니다. BFS 크기:
1 /2인치(PVC 또는 Natural Polypro), F의
크기: 3 /4~ 2인치(PVC).

Series “TUCA”  공기 작동식 소형
다이버트

3방향다이버트밸브또는
샘플링밸브도 2개의흡입구를
1개의배출구로결합하는데
사용할수있습니다. Fail Dry®

경고통풍구가있습니다. 크기:
1 /4 "인치및 1 /2인치(PVC,
Natural Polypro, PTFE 또는
PVDF).

Series“GL” 수위 표시기
탱크수위를빠르게시각적으로확인할
수있습니다.  GL는독한화학물질및
고순도액체에적합한 Pyrex®내부
실린더와함께아크릴로된외관을
갖추고있습니다. 길이 1~ 4피트,
1 /2인치또는 3 /4인치 NPT의 PVC,
Natural Polypro 또는 PTFE 배관을
갖추고있습니다.

유유량량및및수수위위표표시시기기

Series “GX” 및 “GY” 사이트 글라스 유량
표시기

안전을위해유량의증가및
부식성및초순수액체의
선명도를나타냅니다. 비닐
테이프와함께사용하여유량을
감지할수있습니다. 비용을
낮추기위해 Series “GX”에는
아크릴실린더벽이하나만
있습니다. Series “GY”에는

Pyrex 내부실린더를보호하는아크릴외부
실린더가있습니다. 크기: 1 /2~ 3인치(NPT).

Series “GYW” 웨이퍼 사이트 글라스
대형배관시스템에서유량의
증가또는부식성또는초순수
액체의선명도를표시합니다.
이중벽구조입니다. 표준
컴패니언플랜지사이에딱
맞습니다. 파이프크기:
1 1 /2~ 8인치.

Series “RS” 근접 센서
VPA 정량펌프와함께사용하기위해설계된
표시등이있는 AC 또는 DC 리드
스위치입니다.  CSA 인증을받았으며
NEMA-6  워시다운과호환됩니다. 

정정유유량량밸밸브브

채채우우기기//    측측정정하하기기

Series“FC” 유량 컨트롤
자동식변조방지밸브는 15~ 100PSI 사이에서흡입
압력이변하더라도일정한유량을유지합니다.
금속이액체와접촉하지않습니다. 1 /4~ 120GPM의
미리설정된유속을유지합니다. 크기:
1 /4인치~ 3인치.

Series “VPA” 듀얼 실린더,
공기 작동식 채우기 및 측정 펌프

셀프프라이밍펌프는정확한양의강한부식성액체를
공급합니다. Fail Dry®설계를채택하고있습니다.
공압식으로작동되고배출속도를조정할수있습니다.
용량은스트로크당 7 , 1 0 , 3 2  및 128  온스이며, 기타
용량도주문제작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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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볼 밸밸브브

� 버버터터플플라라이이 밸밸브브

� 볼볼 체체크크

� 웨웨어어형형 다다이이어어프프램램
밸밸브브

� 랩랩콕콕

� Y 스스트트레레이이너너

Blue Standard 라인은가격에민감한열가소성밸브요구사항을
충족하기위한 Plast -O-Mat ic Valves의솔루션입니다. 현재
물, 부식성액체또는초순도분야에사용하기위한수입밸브또는
대량생산플라스틱밸브가필요한경우 Blue Standard를선택하면
동일한품질및성능을얻으면서 Plast -O-Mat ic의기술, 테스트및
지원서비스까지받을수있습니다.

®

100 c 30B

맞맞춤춤제제작작제제품품

SERIES “PCWS” 및 “PCWR” 스틱
실제로손상될수없고설치
비용을크게줄이는소형
"스틱"으로공정용냉각수응축
밸브, 게이지, 유량계및커넥터를

조립한강력한
부품입니다. PCWS의
서플라이사이드는
압력조절기및압력

게이지의역할을하고 PCWR의
리턴사이드는유량계및조절

밸브의기능을합니다.  밸브와배관을
원하는대로조합하여맞춤제작할수
있습니다.

BLUE STANDARD 수수입입밸밸브브

FAIL- DRY®컨셉트

Fail Dry®는밸브또는펌프의밀봉된 2개
섹션을구분하는통풍챔버가있다는고유한
개념를설명하는 Plast -O-Mat ic의특허받은
설계안전기능입니다. 하단(기본) 씰에서
장애가발생하면상단(보조) 씰이계속해서
매체를건조하게유지합니다. 특허받은
Fail Dry®기능을채택한컨트롤은이와같은
고유한보호기능을제공합니다.  Fail Dry®는
기본씰에서장애발생후밸브또는펌프가
계속해서작동하도록하므로공정주기가
지속적으로진행됩니다. 또는유지보수가
가능할때까지시스템이계속해서
작동합니다. 따라서비용이많이드는비상
중단상황을방지할수있습니다.

“X” 및 “Q ” 밸브
표준제품라
인외에도, 
Plast -O-Mat ic는
요청할경우
고객을위한
맞춤형밸브및
컨트롤을
공급합니다.
특수한분야에
적합한솔루션을

제공하기위해설계, 공정및제조과정을
거친전문열가소성장치의다양한예가
있습니다. 특수제품프로그램정보를
요청하십시오.

1384 Pompton Avenue, Cedar Grove, New Jersey 07009
(973) 256-3000 • 팩스: (973) 256-4745 • www.plastomatic.com
California Warehouse: 4054 Brewster Way • Riverside, CA 92501
(951) 686-2852 • 팩스: (951) 686-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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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준준 몸몸체체 재재질질

Most Plast-O-Matic 제품은 Grade 1 , Type 1  Geon® PVC, Corzan®

CPVC, Kynar® PVDF 및 Natural Unp igm ented  Polypropylene으로
제공됩니다. 대부분의제품은 PTFE로도제공되지만성형된제품은
Glass-filled  Polypro 및 Halar® ECTFE로도제공됩니다. 공급되는
기타열가소성수지는공장에문의하십시오.

씰씰 재재질질

탄성중합체씰에는 EPDM, FKM Viton®, FFKM, Aflas가있습니다.
열가소성씰에는 PFA, TFM, 및 PTFE가있습니다. Kalrez®, Chemraz®

및맞춤형조합을포함한특수재질및맞춤형재질은주문시견적을
받습니다. Plast -O-Mat ic는 99%의황에사용하는 f9 9 ®, 핀치밸브용
EPDMh2®등을포함한다수의독자적인탄성중합체를제공합니다.

표표준준몸몸체체재재질질

표표준준배배관관및및선선택택가가능능한한배배관관

� NPT

�소켓
�플랜지
�스피곳
� JIS

�플레어

� BSP

�메트릭
�맞춤
�트러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