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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크(Rotork)는 밸브자동화 및 유체제어 

분야의선두주자로서 높은 효율과 안전성 그리고 

환경을보호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의 

고객 여러분들께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로토크(Rotork)의 전직원들은 최고의 혁신적인 기술과 

품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밸브자동화 

및 유체제어 분야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력제품인 전기식 엑추에이터와 유압/공압/전기-유압 

액추에이터, 인스트루먼트, 기어박스 및 밸브 악세서리등 전 

제품은 최상의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토크(Rotork)는 초기현장조사, 설치, 보수유지, 검사, 

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고객 여러분들께 최상의 

기술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계의 모든 로토크(Rotork) 직원들은 항상 

최선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Rotork. Redefining flow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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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크(Rotork) Instruments 부서는 유체제어 

및 측정, 압력제어 및 측정 분야를 위한 제품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로토크(Rotork)의 솔루션은 

제약, 화학, Oil & Gas 등의 산업 분야에서 초정밀, 

신뢰성이 요구되는 어느 곳에서도 적용됩니다.

로토크(Rotork)는 전세계에 걸쳐 광범위한 유통망과 지원센터 

가 있습니다.

로토크의 전세계 Sales Service 망에 대한 자료는 

Website에 있습니다. www.rotork.com

Rotork Instruments:

USA

tel +1 (336) 659 3400 

email US-WS-Sales@rotork.com

England

tel +44 (0)1902 305 678 

email sales.midland@rotork.com

Italy

tel +39 030 999 1309 

email sales@soldo.net

Korea

tel +82 31 986 8545 

email ytc@ytc.co.kr

전세계 산업 및 적용 경험 

50년 이상의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의 제품, 서비스를 전세계 

모든 산업용 액추에이터 분야에 제공합니다.

로토크(Rotork) Instruments는 Rotork Fairchild, Soldo®, 

Rotork Midland and Young Tech 으로부터 광범위한 밸브 

액세서리분야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Rotork Fairchild

• 공압 압력 regulator

• 전기-공압 변환기

• 공압 볼륨 부스터

• 공압 릴레이

Soldo

• 일반 리미트 스위치 박스  

(폴리머,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 방폭 리미트 스위치 박스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 일체형 솔레노이드/ 리미트 스위치 박스 

• 볼트 근접 스위치

• NAMUR 공압 부품 

Rotork Midland

• 공압 구성 요소 및 어셈블리

• 공압 솔레노이드, 포펫 및 스풀 밸브

• 유압 콘트롤 어셈블리

• 추가 제품

Young Tech Co Ltd.

• 1/4턴, 리니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스마트 포지셔너

• 알루미늄 / 스테인레스 products

• 비방폭 및 방폭 components and systems

• 기본공압, 전기-공압 포지셔너

• 공압 밸브 콘트롤 액세서리

Rotork Instrument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많은 

다른 duty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토크(Rotork)는 특정 

요구에 맞는 one-off units을 만드는 공장 특화된 서비스 

제공합니다.

회사소개



A4US

US

A4

US A4

US

A4

A4 US

 US

 A4

 US

 A4

A4 US

4

회사소개

Rotork Instruments 공압 및 유압 밸브 자동화에 

혁신적이고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로토크 

솔루션은 오더 및 스펙 검토가 빠르고 쉽습니다. 

고객 설계 작업을 줄일 수 있게 디자인 되었으며 

이러한 패키지들은 간단하며 조립 및 커미셔닝 시간을 

줄여줍니다. 

우수한 품질 에 대한 오랜 명성 과 업계 최고의 브랜드 제조 

작동 제품의 광범위한 제품 군과 함께, 로토크의 글로벌 

서비스 및 지원 네트워크 또한 고객이 밸브 자동화 아이템의 

전 범위 및 고객의 패키에 맞는 액세서리를 요구할 경우 

고객 맞춤형컨트롤 패키지를 완성합니다. 에어 구성 부품; 

포펫 밸브, 스플 및 솔레노이드 밸브 제품; 밸브 포지셔너; 

성능이 향상된 부스터 및 릴레이등은 Rotork Instrument 

제품군의 일부분입니다.

로토크는 기본적인 밸브 시스템에서 복잡한 구성을 갖는 

시장까지 간단한 공압 시스템에서 진보된 전자-공압 또는 

스마트 포지셔너 동작 패키지까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로토크가 제공하는 모든 부품은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 최고 품질 재룔르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됩니다.

기본적인 전자 공압 시스템에서, Rotork Instruments

는더블 액팅 액츄에이터를 위한 레귤레이터, E/P 

포지셔너, 높은 유량 부스터 및 Failsafe 동작을 위한 락업 

밸브등을 공급합니다.

Part Description Page

A Filter Regulator 6

B Volume Booster 8

C Lock Up Relay 9

D E/P Positioner 7

기본적인 전자-공압 자동 밸브 시스템 

A
D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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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 밸브 시스템은 간단한 공압 레귤레이터 

솔레노이드 및 스위치 박스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기기장치 컨트롤 패키지는 Rotork instruments에서 

공급됩니다.

위 사진과 같이 Rotork instrument 패키지를 이용하여 

액츄에이터 컨트롤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구성품으로는 필터, 레귤레이터와 스마트 포지셔너, 빠른 

응답을 위한 부스터 와 부가적으로 긴급 차단 동작을 위한 

2차 회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Part Description Page

A Switch Box 7

B Filter Regulator 6

C 3/2 Solenoid Valve 6

D Quick Exhaust 9

Part Description Page

A Volume Booster 8

B Complete Pneumatic Manifold 6

C Smart Valve Positioner 7

D Quick Exhaust 9

On/Off 밸브 시스템

전체 컨트롤 밸브 시스템 

A

A

B C

C

D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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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데이터– 밸브 컨트롤 제품

압력 레귤레이터 솔레노이드 밸브 

Product Series M10 M63/YT220 3500/3550 3575 M100 Model 70 1900s 1500/1600 1750

Function
Precision 
Regulator

Filter  
Regulator

Filter  
Regulator

Filter  
Regulator

High Flow 
Regulator

Direct Acting 
Solenoid

Direct Acting Spool Valve Poppet Valve

Material Aluminium Aluminium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Aluminium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Max Supply  
Pressure psi (bar) 500 (35) 300 (20) 290 (20) 290 (20) 500 (35) 290 (20) 290 (20) 290 (20) 290 (20)

Valve type N/A N/A N/A N/A N/A Direct Acting Direct Acting Spool Valve Poppet Valve

Configuration N/A N/A N/A N/A N/A
3/2 - NO, NC  

or Univ
3/2 NO, NC  

or Divert
3/2 or 5/2

3/2-NC, NO,  
div, changeover

Flow Capacity (Cv) 1 0.5 2.4 up to 8 Up to 45 18 up to 2.2 0.86 up to 1.2
1.2 (1/4") up  
to 110 (3")

Exhaust Capacity 
(Cv)

0.1 0.02 0.07 0.07 1 N/A N/A N/A N/A

Maximum Output 
Pressure psi (bar) 400 (28) 120 (8) 180 (12) 180 (12) 150 (10) 180 (12) 180 (12) 180 (12) 180 (12)

Temperature Range -40 to 93 oC
(-40 to 200 oF)

-51 to 82 oC
(-60 to 180 oF)

-20 to 80 oC
(-4 to 176 oF)

-20 to 80 oC
(-4 to 176 oF)

-40 to 93 oC
(-40 to 200 oF)

-20 to 60 oC
(-4 to 140 oF)

-50 to 40 oC
(-58 to 104 oF)

-20 to 180 oC
(-4 to 356 oF)

-20 to 180 oC
(-4 to 356 oF)

Output Pressure  
Var for change in 
supply pressure

0.10% 1.25% N/A N/A 0.10% N/A N/A N/A N/A

Pipe Size NPT 1/4, 3/8, 1/2
1/4

1/4, 1/2, 3/4, 1 11/2, 2 1, 11/2
1/2

1/2
1/2

1/2

밸브 컨트롤 매니폴드

Product Series Pneumatic IMPACT Manifold SMART-LOC® Manifold

Function Manifold Manifold Manifold

Material 316 Stainless Steel 316 Stainless Steel 316 Stainless Steel

Max Supply  
Pressure psi (bar) 290 (20) 290 (20) 290 (20) 

Valve type Variable Variable Variable

Configuration Special Special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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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데이터– 밸브 위치 및 지시(Indication) 제품

밸브 포지셔너 

Product Series 1200 1000/1050 2500 3300 3301 3350 3400 3450

Function All Pneumatic Electro Pneumatic Smart Positioner Smart Positioner
Smart Remote 

Mount Positioner
Smart Positioner Smart Positioner Smart Positioner

Material Aluminium
Aluminium or 

Stainless Steel
Aluminium Aluminium Aluminium Stainless Steel Aluminium Stainless Steel

Input Signal 4-20 mA DC 4-20 mA DC 4-20 mA DC 4-20 mA DC 4-20 mA DC 4-20 mA DC 4-20 mA DC 4-20 mA DC

Linearity  +/- 1% FS  +/- 1% FS  +/- 0.5 % FS  +/- 0.5 % FS  +/- 0.5 % FS  +/- 0.5 % FS  +/- 0.5 % FS  +/- 0.5 % FS

Hysteresis  +/- 1% FS  +/- 1% FS  +/- 0.5 % FS  +/- 0.5 % FS  +/- 0.5 % FS  +/- 0.5 % FS  +/- 0.5 % FS  +/- 0.5 % FS

Sensitivity  +/- 0.2 % FS  +/- 0.2 % FS  +/- 0.2 % FS  +/- 0.2 % FS  +/- 0.2 % FS  +/- 0.2 % FS  +/- 0.2 % FS  +/- 0.2 % FS

Repeatability  +/- 0.5 % FS  +/- 0.5 % FS  +/- 0.3% FS  +/- 0.3% FS  +/- 0.3% FS  +/- 0.3% FS  +/- 0.3% FS  +/- 0.3% FS

Actuation Pneumatic
Electro-

Pneumatic
Smart Smart Smart Smart Smart Smart

Communication N/A N/A HART®; Fieldbus® HART® HART® HART® HART® HART®

Autocalibration No No Yes Yes Yes Yes Yes Yes

Enclosure rating CE
ATEx, FM, CSA, 

KCS, Nepsi
CE, ATEx, IECEX, 

IEC, KCS, 
ATEx, IECEX, IEC, 

KCS, Nepsi 
ATEx, IECEX, IEC, 

KCS
ATEx, IECEX, IEC, 

KCS, Nepsi 
CE, ATEx, IECEX, 
IEC, CSA, KCS, 

CE, ATEx, IECEX, 
IEC, CSA, KCS, 

포지션 표시 

Product Series ES SM SF/SS HW SX SK/SQ SY/SW Bolt Switch

UL Hazardous 
Location

PENDING ✔ ✔ ✔ ✔ ✔ ✔

ATEX/IECEx ✔ ✔  ✔ ✔ ✔ ✔

Material 
AL - Aluminium 
SS - Stainless Steel

AL/SS
Nickel 

Plated AL
AL/SS AL AL AL/SS AL/SS SS

 스위치 옵션 

Magnetic  
Proximity SPDT  
or DPDT

✔ ✔ ✔ ✔ ✔ ✔ ✔ ✔

Solid State Inductive 
Proximity ✔ ✔ ✔ ✔ ✔ ✔

AS-i interface with 
Proximity Switches ✔ ✔ ✔ ✔ ✔ ✔

DeviceNet ✔ ✔ ✔

4-20 mA  
Transmitter ✔ ✔ ✔ ✔

Integrated  
Solenoid 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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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데이터 – 볼륨 부스터/유압 솔레노이드 밸브 

볼륨 부스터 

Product Series M20 M305 M4500 M325 M310 M315 M4800 200XLR

Material Aluminium Stainless Steel Aluminium Stainless Steel Aluminium Stainless Steel Aluminium Aluminium

Maximum Supply 
Pressure psi (bar) 250 (17) 150 (10) 250 (17) 150 (10) 150 (10) 150 (10) 250 (17) 250 (17)

Maximum Outlet 
Pressure psi (bar) 150 (10) 100 (7) 150 (10) 100 (7) 100 (7) 100 (7) 150 (10) 150 (10)

Forward Flow 
Capacity (Cv) 1.0 1.2 3.0 2.7 4.9 4.9 9.0 18.0

Exhast Capacity (cv) 1.0 1.3 3.0 2.1 5.2 5.2 9.0 18.0

Temperature Range
-40 to 93 oC

(-40 to 200 oF)
-20 to 70 oC
(-4 to 158 oF)

-40 to 93 oC
(-40 to 200 oF)

-20 to 70 oC
(-4 to 158 oF)

-20 to 70 oC
(-4 to 158 oF)

-20 to 70 oC
(-4 to 158 oF)

-40 to 93 oC
(-40 to 200 oF)

-40 to 93 oC
(-40 to 200 oF)

Output pressure 
accuracy +/- 1.0 % FS +/- 1.0 % FS +/- 3.0 % FS +/- 1.0 % FS +/- 1.0 % FS +/- 1.0 % FS +/- 0.5% FS +/- 0.5% FS

Pipe Size NPT 1/4"; 3/8"; 1/2" 1/4" 3/8"; 1/2"; 3/4" 1/2" 3/4" 3/4" 3/4"; 1" 1 1/2"

유압 솔레노이트 밸브 

Product Series DN2 (Ball Seated) DN2 (Cartridge) DN3 DN5 DN6/DN40 DN10 DN15 DN25

Flow Rate 1 l/min 1 l/min 5 l/min 20 l/min 15-700 l/min 50 l/min 100 l/min 200 l/min

Available
Approvals 

ATEX Zone 1,
Zone 0  

Intrinsically Safe

ATEX, UL, CSA, 
IECEx, GOST (R), 

Inmetro

ATEX, UL, CSA, 
IECEx, GOST (R), 

Inmetro

ATEX, UL, CSA, 
IECEx, GOST (R), 

Inmetro
N/A

ATEX, UL, CSA, 
IECEx, GOST (R), 

Inmetro

ATEX, UL, CSA, 
IECEx, GOST (R), 

Inmetro

ATEX, UL, CSA, 
IECEx, GOST (R), 

Inmetro

SIL Capability 2 3 2 and 3 2 N/A 2 2 2

Media

Mineral Oils, 
Water Glycols 
and Synthetic 

fluids

Mineral Oils, 
Water Glycols 
and Synthetic 

fluids

Mineral Oils,  
Water Glycols, 
Methanol and 

Fresh Water, Air, 
Natural Gas,  
and Nitrogen

Mineral Oils, 
Water Glycols 
and Synthetic 

fluids

Filtered Fresh 
Water for Hydro 
Electric Power 

Plants

Mineral Oils, 
Water Glycols 
and Synthetic 

fluids

Mineral Oils, 
Water Glycols 
and Synthetic 

fluids

Mineral Oils, 
Water Glycols and 

Synthetic fluids

Pressure  
Range (bar) 0 - 690 0 - 690 0 - 1140 0 - 690 0 - 320 0 - 690 0 - 400 0 - 517

Power 
Consumption

<1 Watt
3.5 Watts

3.5 Watts
8 Watts

3.5 Watts
8 Watts

3.5 Watts
8 Watts

30 Watts
3.5 Watts
8 Watts

3.5 Watts
8 Watts

3.5 Watts
8 Wa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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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밸브 컨트롤 악세사리

기타 밸브 컨트롤 악세서리

Product Series M3550 (filter) T6100/TXI7850 YT400S/YT405 YT520S/YT525S 4500 Valve Series

Function Filtration
Proportional  

Pressure Control
Position Lock Pressure Snap Quick Exhaust

Material Stainless steel Aluminium
Aluminium or  
Stainless steel

Aluminium or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Temperature  
Range

-20 to 80 oC
(-4 to 176 oF)

-40 to 72 oC
(-40 to 162 oF)

-20 to 70 oC
(-4 to 158 oF)

-20 to 70 oC
(-4 to 158 oF)

-20 to 70 oC
(-4 to 158 oF)

Signal Pressure N/A N/A
20 to 105 psi  
(1.4 to 7 bar)

20 to 105 psi  
(1.4 to 7 bar)

180 (12)

Max Supply  
Pressure 290 (20) 120 (8) 150 (10) 150 (10) 180 (12)

Maximum  
Output pressure 290 (20) 120 (8) 105 (7) N/A 180 (12)

Differential  
Pressure

N/A N/A < 1.5 psi (0.1 bar) N/A 15 psi (1 bar)

Flow Capacity Up to 45
9 SCFM  
(254 l/m)

Up to 1.8 Up to 1.8
Up to 388 SCFM  

(11,000 l/m)

Pipe size NPT 1/4" up to 2" 1/4" 1/4", 3/8" 1/4", 3/8" 1/4" up t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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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컨트롤 공압 제품

 공압 릴레이 

로토크 공압 릴레이는 고속응답과 정확함과 세밀함을 모두 

갖춘 정밀 기기의 요구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 최대 신호 압력: 1,050 kPa (150 psi)

• 최대 공급 압력: 1,700 kPa (250 psi)

• 최대 출력 압력: 1,050 kPa (150 psi)

• 유량: 24 to 255 m3/hr (14 to 150 SCFM)

• 세밀도: As low as 0.32 cmWC (0.13 inWC)

• 파이프 사이즈 NPT: 1/4” to 3/4”

See PUB103-004 for further details.

 공압 밸브   모듈화 공압 컨트롤

316 스테인레스 스틸로 설계 제작된 공압 부품군은 위험지역과 

산업분야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압력 레귤레이터, 스플 및 포펫 밸브

• 메뉴얼 또는 자동 드레인

• 40, 25 or 5 (option) 마이크로 필터

• 고 유량 수용

• 넓은 사용 압력 범위 : 2~12bar

• NACE compliant units available

• 3/2 and 5/2 function spool valves (poppet 3/2 only)

• 공압 파이로트 또는 솔레노이드 파이로트

• 직동 솔레노이드 

• 저온 옵션

For further details see www.rotork.com/midland

IMPACT (International Modular Pneumatic Actuator Control 

Technology)은 oil & gas 공장 및 파이프라인 밸브 액추에이터 

공정의 시퀀스와 공정을 위해 316L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여 

조립된 완벽한 공압 액추에이터 컨트롤 모듈입니다.

• 요청에 의한 다양한 구성

•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제품 군

• 밸브 오토메이션을 간소화하여 잠재적인 오작동 가능성을 

 감소

• 위험 지역 및 산업분야에 적합

• 가볍고, 튼튼하며 피팅과 파이핑 결합을 최소화

• 판넬에 부팍된 조합을 CAPEX&OPEX로 감소

• IP66/67 ingress protection

For further details see www.rotork.com/midland

 공압 볼륨 부스터 

로토크의 볼륨부스터는 정확함, 세밀함, 긴급 응답, 안정성, 

drift-free setting, 저 출력 저하, 공급 압력 제어 효과 내력, 

높은 공급 배기 유량.

• 최대 공급 압력 1,700 kPa (250 psi)

• 최대 출력 압력: 1,050 kPa (150 psi)

• 유량 : 77 to 2,550 m3/hr (45 to 1,500 SCFM)

• 배기량 : 12.8 to 552.5 m3/hr (7.5 to 325 SCFM)

• Cv 1~18사이의 공급 배기 유량계수 

• 세밀도: As low as 0.64 cmWC (0.25 inWC)

• 파이프 사이즈 NPT: 1/4” to 11/2”

See PUB103-003 for further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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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포시셔너 

YT-1000
series

 전공 (E/P) 밸브 포지셔너 

 밸브 포지셔너 악세사리

YT-1000 시리즈는 공압엑추에이터에 사용됩니다. E/P 

포지셔너는 손쉽게 영점 및 스팬을 조정할 수 있으며 표준 

및 방폭 버전에서 다양한 피드백 신호 및 리미트 스위치 

지침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스틸 외함  

고 진동 환경에서 고성능 및 내구력을 위한 디자인

• 100만 싸이클 이상의 검증된 테스트

• 4-20 mA 입력 신호(Quarter-turn) 최대 150mm의 

Linear Stroke

• 1% 선형성 및 0.5% 반복정밀성

• 빠른 내부 반응 및 낮은 공기 소비량

• 단순한 1/2 스플릿 범위 조정 

For further details see www.ytc.co.kr

로토크(Rotork)는 통합 밸브엑추에이션 패키지를 위해 

볼륨부스터, 락업밸브, 스냅 액팅릴레이 등의 다양한 

공압악세사리를 공급합니다.

•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스틸 외함

• 최대 5.24의 유량계수 비율

• 단동 및 복동 배치

• 1/4” ~ 3/4” 포트

• 고정된 데드밴드 및 안정성을 위한 바이패스 조절 부스터

• 소형사이즈 제품

For further details see www.ytc.co.kr 

YT-3000
series

 밸브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밸브 포지셔너 

YT-3000 시리즈는 Linear 및 Quarter-turn 엑추에이터 

용으로 다양한 Stroke Range/회전기능/자동 셋업 및 교정/

Hart Protocol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합합니다.

• 표준형 외함 및 Ex IIC T5-T6 방폭외함 적용 가능

• 자동 교정 및 4버튼 현장제어

• LCD 디스플레이

• HART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 신호

• 리미트 스위치 및 피드백 신호

• O.5% 선형성(linearity)

For further details see www.ytc.co.kr

YT-1200
series

 공압 (P/P) 밸브 포지셔너 

YT-1200 시리즈는 공압밸브엑추에이터에 사용되며 다양한 

리미트 스위치 및 PTM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공압 밸브 

엑추에이션에 적합합니다.

• 2% 선형성 및 0.5%의 반복정밀성

• 고 진동 환경 및 극한온도 -40 ~ 120 °C  

(-40 ~ 248 °F)

• 200만 싸이클 이상의 검증된 테스트

• 5 ~ 200 Hz 범위에서 무 공진

• 간단한 영점/스팬, 직결/역전, 스필릿 범위 선정

• 자동/수동 스위치 작동

• 낮은 공기 소비량으로 인한 경제적인 운전

For further details see www.yt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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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트 스위치박스

 일반적인 본질 안전 리미트 스위치박스

현장/원격포지션 지침이 탑재된 리미트스위치박스는 메커니컬 

스위치 및 근접센서가 설치 가능합니다.

• 폴리머,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외함

• 내부식성 외함 - NEMA 4/4X (IP65)

• 본질안전(IS)인증 옵션; SIL 3 레벨 모델 UL, CE 인증 

옵션 선택가능

• AS-I(Actuator Sensor Interface)

• 다수의 모델에 이용가능한 분리형 샤프트 디자인

• 도구 필요 없이 조절 가능한 3˚ 캠(cam)

• SPDT 및 DPDT 메커니컬, 근접, 노바 스위치 옵션

• 다수 모델에 이용가능한 4-20 mA 아날로그 트랜스미터

• 다수 모델에 이용가능한 일체형 마운팅 브라켓

For further details see www.soldo.net

엄선된 일반 범용 리미트 스위치박스 엄선된 방폭 리미트 스위치박스

SS
SP
SB
SF

SY
SX
SQ
SW

 방폭 리미트 스위치박스

실내/실외 위험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환경에 적합한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스틸 리미트 스위치박스.

•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스틸 외함

• 방폭인증서 ; 인증서 옵션 : UL, ATEX, INMETRO, 

CCOE, GOST, IECex, SIL

• AS-I 및 DeviceNet 

• 분리형 샤프트 디자인

• 도구 필요 없이 조절 가능한 3˚ 캠(cam)

• SPDT 및 DPDT 메커니컬, 근접, 노바 스위치 옵션

• 3 포지션 및 드리블 컨트롤 옵션

• 다수 모델에 이용 가능한 4-20 mA 아날로그 트랜스미터

• 다수 모델에 이용 가능한 일체형 마운팅 브라켓

For further details see www.soldo.net 

 솔레노이드 밸브 내장 리미트 스위치박스

HW 소형 리미트 스위치 제어 유닛; 시각화 및 원격 전기 지시; 

밸브제어 내부 솔레노이드 밸브;일체형 NAMUR 마운팅 킷.

• 알루미늄 외함 – NEMA 4/4X (IP65)

• AS-I 및 DeviceNet 적용 가능

• 분리형 샤프트 디자인

• 도구 필요없이 조절 가능한 3˚ 캠(cam)

• SPDT 및 DPDT 메커니컬, 근접, 노바 스위치 옵션

• 다수 모델에 이용 가능한 4-20 mA 아날로그 트랜스미터

• 3 포지션 및 드리블 컨트롤 옵션

• 일체형 마운팅 브라켓 

For further details see www.soldo.net

HW

 Bolt 접근 센서 

BOLT스위치는 나사선 몸체의 근접 스위치이며 Linear/Rotary 

밸브/엑추에이터 위치의 원격 전기 지시용으로 사용합니다. NOVA 

BOLT는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강자성체 물질이라도 감지가 

가능한 특허받은 감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스틸 외함

• 인증서: UL Class I, Div 1, Groups A-D; Class II Div 

2, Groups E-F; Class III, Div 1; NEMA 4, 4X, 7 & 9; 

방폭 Ex II 2 GD EEx d IIC T6; 방수 IP68

• NOVA BOLT – 스냅 액팅 근접센서

• 해저 BOLT 스위치 –최대 300barg

• SPST 혹은 SPDT 불활성 가스 밀봉 접촉

• 1/2" NPT 케이블 도입부 혹은 M20x1.5. Lead Seal 불 필요 

For further details see www.soldo.net

BOLT 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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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및 유압 밸브 컨트롤

 유압 밸브 및 매니폴드 

주문 제작 솔루션: 솔레노이드 작동, 원천 제어의 저압 

유공압 로직 제어, BOP skids, 케미컬 인젝션 밸브 및 파셜 

스트로킹 회로.

DN 시리즈 유압 밸브 

가혹한 오프쇼어 환경을 위한 디자인 그리고 Zone 0, 1 및 

Class 1 Division 1 위험 지역을 위한 인증. 이러한 저전력 

유닛들은 316L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며 NACE 규정을 

준수하며 저온 -50 ºC (-58 ºF)을 만족 합니다.

멀티 스테이션 매니폴드 시스템 

컴팩트, 배관 작업 최소화를 통한 공간 절약, 시스템 비용 절감 

및 고객 요구 사양 맞춤 제작. 최대 유량 200 l/min (45 g/min)

에서의 316L 스테인레스 스틸 316L.

For further details see www.rotork.com/midland

 밸브 컨트롤 추가 부품 

공압 및 유압 시스템 제어 밸브뿐만 아니라, 로토크 

미드랜드는 제어 판넬을 위한 방향 제어 밸브, 급속 배기, 

스위치 밸브 및 기타 여러가지 기능의 밸브 주변 부속품까지 

공급 합니다.

• 작동 압력 최고 12 bar

• -20 to +70°C (-4 to +158 ºF) 표준 온도 범위

• 3/2 (1.0 Cv) 및 5/2 (1.2 Cv) 스위치

• 한방향 및 양방향 유체 레귤레이터 

• 니들 및 급속 배기 밸브 최대 11 Cv

• 열감지 퓨즈 및 비쥬얼 인디케이터

• 브레더 및 소음기

For further details see www.rotork.com/midland

 정밀 압력 레귤레이터 

로토크는 감압, 배압 및 진공 모델을 포함한 정밀 공압 

레귤레이터의 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최고 공급 압력: 41,368 kPa (6,000 psi)

• 최고 출력 압력: 20,684 kPa (3,000 psi)

• 유체 용량: 4 to 2,550 m3/hr (2.5 to 1,500 SCFM)

• 감응도: 0.127 cmWC (0.05 inWC) 이 내

• 공급 압력 효과: 공급 압력의 0.05% 이 내 변화

• 배관 사이즈 (NPT): 1/16” 에서 11/2” 

See PUB103-001 for further detail

 전자-공압 트랜스듀서 

로토크는 충격, 진동 및 포지션 오리엔테이션등에 따른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압전 및 유량증감 버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정밀도: 전 구간에서 + 0.15% 이 내

• 반복도: 전 구간에서 + 0.1% 이 내

• 최고 공급 압력: 1,380 kPa (200 psi)

• 최고 출력 압력: 1,050 kPa (150 psi)

• 유체 용량: 15.3 to 1,189 m3/hr (9 to 700 SCFM)

• 배관 사이즈 (NPT) : 1/4” to 1”

See PUB103-002 for further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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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 중국, 싱가포르 

및 한국의 시설에서 로토크(Rotork) 인스트루먼트는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로토크(Rotork) 전세계 판매망과 서비스 네트워크는 로토크의 

모든 인스트루먼트 제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전세계 엑츄에이터 시장의 가장 큰 지원 조직으로 모든 산업화 

국가에 걸쳐 직접 판매점 및 대리점이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및 현장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고객 요구에 효과 

적으로 대응 합니다.

로토크(Rotork) 사이트 서비스 네트워크는 전세계 전역을 

담당하며 가치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산업 전반을 돕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18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리미트 스위치박스

Rotork Sales Offices and Agents

Rotork Manufacturing Plants, Sales Offices and Agents

Rotork Sales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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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제어(Control) 및 위치지시(Indication)

Fairchild

Rotork Fairchild의 산업용 제어 제품들은 프로세스, 기계장치, 

로봇 및 OEM 어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한 폭넓은 종류의 정밀 

제어 공압 및 전공 제어장치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Rotork 

Fairchild 제품은 다음과 같은 앞선 기술력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정밀 및 정확성

의학 장치에 포함되는 소형 레귤레이터부터 산업용로봇 

및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트랜듀서까지 당사 제품은 각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정밀하고 정학한 제어를 고객들께 

제공합니다.

높은 유량, 높은 압력

Rotork은 가장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제품시장에서 항상 

선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사에서는 특별히 고압 및 높은 

유량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맞춰 설계된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및 비반응성

로토크는 휘발성 가스를 포함하는 방폭 유닛부터 의료산업에 

사용되는 스페셜한 폴리머 제품까지 고객에 특별한 요청사항에 

맞추어 다양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Rotork Midland는 높은 품질, 신뢰성 있는 316 스테인레스스틸 

제어 장치 제조업체로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otork 

Midland는 밸브자동화 시장에 사용되는 압축 공기의 여과 및 조 

절 장치를 제공합니다:

최상의 품질

Rotork Midland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고, 최고의 품질시 

스템을 이용하여 최상의 품질의 스테인리스스틸을 사용합니다. 

Rotork Midland은 각 공정에 모든 직원이 주의를 기울여 성취한 

최상의 누설방지 설계와 고 기능성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신뢰성

신뢰할 수 있는 현장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Rotork Midland

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되는 높은 정밀도의 제품 또는 가혹한 

환경에 사용되는 간단하고 튼튼한 제품까지 확 실한 실적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세계시장의 선두주자로서, Rotork Midland는 밸브제어 패 

키지를 간소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합니다. 

YTC 제품라인은 기본적인 사양의 공압 포지셔너부터 최고등급 

의 스마트 포지셔너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리니어와 로터리 두 가 

지 버전이 이용가능하며, 포지셔너는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제 

공하기 위하여 고도의 기술과 품질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견고함과 신뢰성

YTC은 가혹한 사용온도와 환경요건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견 고한 토크 모터 스타일 작동 디자인을 활용합니다. 

추가로, 긴 수 명을 위해 가혹한 사양에 적합한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구성

어플리케이션에서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거나 가혹한 환경에 적 

합한 간단하고 견고한 제품까지, YTC는 다양한 포지셔너를 갖 

추고 있으며, 원격설치, 초슬림형 그리고 앵글 시트 제어밸브 

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YTC는 또한 전체적인 공압 시스템 

을 제어 하기 위한 주요기기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가용성

세계적인 공급업체로서, 전세계 설계회사들의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YTC는 실적관리 시스템, 전문적인 지식과 필요한 

경험을 갖 추고 있습니다. YTC의 R&D 팀은 가격경쟁력에 

초점을 맞춰 성능, 품질 그리고 작고 경제적인 제품을 

설계합니다.

Soldo® 는 다양한 옵션의 리밋 스위치박스, 근접센서 및 

액세서리 제품을 제공합니다. Soldo 는 밸브자동화, 고품질의 

제품 및 컨트롤 룸과 자동화 밸브의 연동을 보장하기 위한 컨트롤 

액세서리 설계 및 제작에 전문화 되어있습니다. Soldo에서는 

제품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항상 새로운 시장 및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거나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Soldo 제품은 다음과 같은 진보된 설계 및 앞선 

기술력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양성

저렴한 제품부터 방폭 및 부식방지와 같은 가혹한 환경에 적 

합한 제품까지 Soldo는 각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자동제 어 

및 방폭등급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훌륭한 설계 특징

Soldo 제품은 특별한 분리형 샤프를 디자인에 적용하여 경쟁에 

서 항상 한발 앞서 있습니다. 이는 좁은 공간에 설치가 용이하 

며 슬림형 제품이 필요한 곳에 적합합니다. Soldo 리밋 스위치 

는 또한 3° Easy set 캠을 적용하여 별도에 툴 없이 개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용이한 설치

미리 결선되어 납품되는 PCB 스위치 모듈은 설치를 용의하 

게 하며, 터미널단자에 바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 다. 

이러한 PCB는 사용환경에 맞게 코팅되었으며 Soldo에 서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설치용 브라켓을 제공함으로 인해 별도의 

브라켓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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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설비 – 품질 & 안전연구 개발

처음 Rotork Instrument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부터 오랜 시 

간 공압 및 리밋 스위치 기술 일선에서 얻은 산업을 선도하 

는 전문지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Rotork의 뛰어난 기 

술팀은 최신의 기술과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할 것을 약 

속합니다.

특화된 제품설계:

• 주어진 조건 하에 고객의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에 대 해 

제품의 동작을 즉시 이해하고 빠르게 디자인 컨셉 을 

잡기 위한 사내 표준설계

• 정확한 제작 및 한층 더 적합한 파트를 위한 3D CAD 

모델링

• FMEA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를 통해 고 

객이 요구하는 최적화된 튼튼한 제품설계가 가능합니 

다.

액체 중막 시험장치Discovery climatic chamber 시험장치

Rotork Instrument는 전세계 각지에 광범위한 시험설비를 갖 

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압 레귤레이터, 트랜듀서, 볼륨 부스 

터, 릴레이 및 리밋 스위치에 대한 다양한 표준시험 절차를 갖 

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내에서 수명테스트, 압력테스트 그 

리고 온도챔버 및 염기 분무 시험을 통한 환경시험을 수행 합 

니다.

사내 시험설비 용량을 초과하는 초고압 시험과 같은 테스트에 

대 해서는, Rotork 그룹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는 또한 원자력, 심해 비중 및 내진/진동 시험을 포함한 

시험절차 에 대해서는 제 3의 기관을 활용하여 시험이 

가능합니다.

염기 분무 시험장치고압 컴프레셔

측정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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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로토크 제품은 모든 지역의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높은영역에서 설계를 기초로 제작 및 생산됩니다. 위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서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은 ISO9001:

2008 따라 발행됩니다. 본 품질 관린 시스템은 회사의 모

든 사업 및 관련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Rotork 

Instruments 생산공장은 ISO 인증되어 있습니다. 

Rotork Instruments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합니다:

• 고객 요구사항의 중요성을 전체 조직에 효과적으로 전달 

합니다.

• 모든 직원의 역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구축합니 다

• 모든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제품을 제 

공합니다

• 적극적으로 로토크 품질 정책을 홍보하고 일상적인 책임 

하에 정책의 중요한 측면을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실 

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Soldo 생산 라인에 자동화 품질 컨트롤

민감한 전자 부품을 위한 열악한 환경 

Rotork Instrument는 모든 성적서를 보유

완성품 리그 테스트

우리는 로토크 Instrument 부서에서 관련 기능을 입증하는 개선 

안을 가지고 품질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들은 관리자 미팅에서 효과적으로 검토 및 모니터링 되며 개선 

책의 기초를 구성합니다. 로토크의 품질 정책, 품질 매뉴얼 및 

절차서는 정기적으로 적정성 및 효과적으로 검토됩니다.

광학 측정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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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및 예정 서비스

로토크는 방폭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액츄에이터 시스템 

및 패키지를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로토크 서비스는 설치 및 

커미셔닝 및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통신시스템 연결 및 설치를 

포함합니다. 로토크 서비스는 또한 문제해결 및 손상 혹은 악화된 

부분을 수리하는데 전문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로토크 

서비스는 검증된 긴급 또는 계획된 답변이 가능합니다.

상태 점검

로토크 서비스는 고객이 공장 및 자산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비 및 교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검사결과와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로토크는 액츄에이터의 

자세한 검사와 더불어 공장에서 생산된 데이터로부터 추가적인 

검토를 제공합니다.

예방 정비

로토크 서비스는 공장 운영시간의 극대화 및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예방 정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로토크 서비스는 액츄에이터 타입를 반영한 모든 경우에서 고객 

맞춤 서비스, 자산 정보의 가용성 및 공장의 중요도을 제공합니다.

기존 밸브에 액츄에이터 시스템을 구현

로토크 서비스는 현재 공장에 이미 설치된 댐퍼, 수문 및 밸브에 

액츄에이터 및 액세서리를 조립하는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고장남 액츄엥이터 교체, 전원 변경 또는 매뉴얼 

밸브의 전동화등이 필요할 때 로토크 서비스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고객 맞춤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각 부서의 로토크 서비스 엔지니어은 고객 서비스 및 지원, 

설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로토크 

서비스팀은 서비스센터 외부에서 전세계을 걸쳐 업무를 

수행하며 공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로토크 서비스 엔지니어는 각 현지에서 고객을 지원하고 

전세계 글로벌 솔루션의 약속을 이행합니다.

Visit www.rotork.com to identify your nearest Rotork 
Site Services centre.

service@rotork.co.uk
01225 733284

service@rotork.co.uk
01225 733284

프로젝트, 서비스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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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정지 기간

짧은 공장 정지기간을 갖는 고객을 위해서 로토크 서비스는 

요청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근접해서 참여합니다. 

일반적인 예로 큰 유닛의 정비 부품으로서 커미셔닝, 로토크 

샵에서의 수량이 많은 액츄에이터 패키지의 분해 및 제거 등이 

있습니다.

신규 밸브의 계기 부품 설치

밸브, 액츄에이터 및 액세서리 조립은 자동밸브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이 밸브 업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도 로토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기 부품을 통한 확장 범위 프로젝트

이 부분은 성장하고 있는 요청사항 이며 서비스팀의 일부는 모든 

고객 프로세스의 일부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one-stop-shop” 

제공하기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팀은 

모든 설치단계(관측, 디자인, 구매, 생산, 설치, 커미셔닝)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서비스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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