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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CONTROL  
에서의 신뢰성  

중요 애플리케이션

Keeping the World Flowing

신뢰성 높은 운전방식 
중요한 설비에 적용 할 때

중요 애플리케이션 및 환경에 대한 확실한 안정성.

언제나 항상 Rotork제품은 안정적인고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만족스런 낮은 비용 
사용자

고장이 잘 나지 않으므로 유지비용이 적게 들고 발전소와 
공정등의 작업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고품질 통합  
글로벌 제조환경

Rotork제품은 산업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설계된 지 60
년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구개발을 통해 모든 공정을 거친 첨단 제품들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전 세계적인 서비스 지원

Rotork는 초기 주문부터 제품 설치시까지, 판매 후 긴 기간과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고객의 문제 해결과 새로운 해결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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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책임감 있는

Rotork는 책임감있는 기업은 최고의 비즈니스를 리드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사는 사회적, 윤리적, 환경보호를 기본 기업경영 방침으로 
약속하고 일을 합니다.

ROTORK제품군 
다양한 산업군속에서 사용

Rotork제품과 서비스는 전 세계곳곳의 발전소, 석유 및 가스, 하수 
처리장, HVAC, 해양, 광업, 음식및 음료, 제약 및 화학공업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기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선두주자 
혁신적 기술로 인한

60년 동안 시장의 선두주자를 지켰습니다.

당사의 고객들은 액체, 가스 및 분말의 흐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로토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위치한   
로컬 서비스

전세계에 있는 로컬 서비스.

전세계 곳곳에 위치한 우수한 서비스센터는 타사와 차원이 다른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ection Page

밸브기어 오퍼레이터와 악세사리 28

정밀 제어 및 인디케이션 40

고객 지원 및 현장 서비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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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과 시장에서의 활동은 
전세계의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고객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트너들과 같이 일합니다.

효율성 개선, 안전성 확보, 환경 보호.

폭넓은 경험과 

전략적 산업군

지식  
산업

60년이상 축적된 당사의 기술 및 지식은 당사가 모든 
흐름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중요 어플리케이션과 다양한 시장에서 일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흐름제어에서의 당사의 경험은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Keeping the World F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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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업

Rotork제품을 쓰는 다른 산업을 알아보면, 표면 및 광산 지하처리 
에플리케이션, 배건물, 난방, 환기 및 공기조절, 화학, 제약, 철도, 
펄프 및  종이, 음식 및 음료, 의료기기, 타이어 제조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처리

Rotork제품은 기존의 물과 폐수 처리장 같은 담수 설비 및  재사용 
프로젝트에서의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현대적인 최첨단 수처리 
유통과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 및 하수 처리장

• 수처리, 해수 담수화 및 재사용

• 모든 환경에 적합한 컨트롤

• 댐, 저수지 및 이송시설

발전소

Rotork제품은 원자력 발전소의 내부와 외부뿐만 아니라 오래된 
발전소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배연 탈황 등 태양열 발전소 및 
방출 환원 처리와 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기존 연료

• 핵 에너지

• 태양 에너지의 집중

• 지열, 신 재생에너지

오일 및 가스

Rotork제품은 저장 및 유통, 해외 생산시설, 정제 및 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육지 및 해양 생산

• 정제 및 석유 화학

• 유통 및 저장

• 파이프 라인(수송)

• LNG 액화 및 재기화처리

• 비전통 석유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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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서비스 센터, 사무실의 
독보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맞춤형 서비스와 공장의 작업 효율 
증대를 지원합니다.

확실하게 자리잡은 명성과 
세계적인 서비스 제공

고객 맞춤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에 있는 400명의 서비스 
직원들과 함께 고객님들에게 공장의 유지를 위한 지원, 교체,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당사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힘든 환경에서 일하시는 고객님들과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한 운영을 통해 가까워 지려고 노력합니다.

당사는 고객님들과 가까워 지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요구를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입니다.

Keeping the World F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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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Rotork는 유럽, 아시아, 북미에 있는 제조공장과 함께 세일즈 
사무실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Rotork는 혁신의 우수성과 당사 제품의 뛰어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700명 이상의 직원이 세계 각국에 있습니다.

고객 
지원

사업이 국제화 됨에따라 고객님들의 작업과 프로젝트 설치는 
저희 문화의 일부가 되었고, 그런 요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계 해외 영업네트워크는 기반이 어디에 있든 고객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Rotork는 각 지역에 
서비스와 고객 지원을 해주는 우수 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Rotork는 전세계적 세일즈 및 서비스 네트워크 관련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rotork.com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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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k Controls는 영국, 미국, 독일, 스페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으며 본사 및 그룹 R&D센터는 영국 bath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otork Controls 생산 제품:

• Intelligent multi-turn and part-turn valve actuators 

• Part-turn / rotary and linear control valve actuators

• Specialist products for HVAC, power station and pump 
metering applications

• Explosionproof actuators, sensors, switches and controls

• Network control systems

A full listing of our worldwide sales and service network is 
available on our website at www.rotork.com

연구 및 개발

Rotork는 끊임없이 신기술을 연구하고 혁신적이며 산업을 주도하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장 강력한 밸브 엑츄에이션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전 
세계에 R&D센터를 만드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및 품질 보증

Rotork Controls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뛰어넘는 튼튼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조공장에 테스트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제품은 출하 전 
테스트를 거치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준수하며 생산되며 뛰어난 성능 
및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모든 Rotork 제품은 ISO 9001에 따라 제조, 생산되며 최고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달성 하였습니다.

고객 서비스

Rotork Controls는 당신이 세계 어디에 있든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Electric Actuators and Control Systems

중요한 에플리케이션 도전을 위한 
자동화 제품의 선두주자로써의 
자신감.

열악한 환경에서도 인증된 안전성과 
작동성,신뢰할 수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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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multi-turn and part-turn actuators for arduous environments

Intelligent Non-Intrusive Electric Actuators

IQ
range

IQ Range performance data

• Multi-turn direct drive:  
14 to 3,000 Nm (10 to 2,200 lbf.ft)

• Multi-turn with IS or IB gearbox: 
up to 43,000 Nm (31,715 lbf.ft)

• Part-turn direct drive: 
20 to 3,000 Nm (14.8 to 2,200 lbf.ft)

• Part-turn with IW gearbox: 
up to 203,000 Nm (149,725 lbf.ft)

• Linear thrust range with linear output: 
9.4 kN to 57 kN (2,108 to 12,800 lbf)

업계 최고의 신뢰성

• 전원이 나간 상태에서도 위치 추적 가능

• 전원이 나간 상태에서도, 그래픽 인터페이스, 원격표시가  
가능하고, 데이터 로거도 동작

• 늘어난 수명, 또한  어떤방향으로든 설치가 가능하고,   
윤활제로 오일 사용

• 방수기능, 단자 커버나 케이블 글랜드 실링에 읜존하지 않음.- 더블 
실링 IP66/68등급, 20m에서 10일.

• 토크 및 위치감지를 이용하여 자체 보호 시스템

• 긴급 안전, 모터에 관계없이 항상 사용가능한 핸드휠

• 제품의  안전성 검증 요구에 대한 인증  (SIL2/3)

• 기계수명을 위한 드라이브 부쉬 베어링 실드-유지보수 불필요

• 전세계적인 Rotork 서비스 지원

간단하고 안전한 시운전 및 구성

• 전원이 나간상태에서도 가능한 신속, 안전한 시운전 및 구성

•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가능한 비간섭 설정-커버를 열지 않아도 
안전성 인증 받은 Rotork 세팅툴을 사용하여 세팅가능 

• 분리 가능한 thrust base로 간편한 설치 및 유지보수

• Remote Hand Station(RHS)를 사용하여 엑츄에이터에서 
100m까지 떨어진 곳에서도 조작 및 세팅 가능

• Part-turn으로 변형해도 자동세팅 가능

기기 관리 및 유지 비용 절감

• 실시간으로 밸브 및 엑츄에이터의 상태를 스크린을 통해 확인 가능

• 안전성을 인증받은 세팅툴을 통해 분해없이 안전하게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 세팅툴을 사용하여 필드 업그레이드 가능, 구성 제어 및  표시 가능

• Pakscan P4 디지털 제어 및 감시 시스템은 모든 주요 필드 버스 
네트워크와 호환 가능

• Pakscan Plus 네트워크를 이용해 스크린에서 자세한 동향분석 및 
진단 데이터 로거 사용가능

RHS을 통하여 IQ 3세대 엑츄에이터를 원격 조작, 싱태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엑츄에이터가 위험한 장소나 접근 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었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엑츄에이터로부터 100m 떨어진 지점까지 표준 데이터 케이블로  
설치 가능

• 엑츄에이터의 구성, 제어,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의  전체 복제

• 설치된 엑츄에이터로부터 전원 공급

자세한 내용은PUB002-056을 참고 하십시오.

IQ  Remote Hand Station

IQ RHS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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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Non-Intrusive Electric Actuators

IQ  multi-turn output

IQ multi-turn 3상 엑츄에이터는 isolation, regulation 또는60 
starts / hr까지의 inching duties (S2 & S3/Class A & B).

토크 출력 범위는 13.6에서 3,000 Nm (10 ~ 2,200 lbf.ft)입니다. 
기어박스를 설치하면, multi-turn일때 출력토크값은 43,000 Nm 
(31,715 lbf.ft)까지 그리고quarter-turn은 203,000Nm (149,725 lbf.
ft)까지 가능합니다.

IQS  single-phase actuators

IQS엑츄에이터는 IQ엑츄에이터의 단상 버전입니다.

토크범위는 26에서 450 Nm (19~332 lbf.ft)입니다. 기어박스를 
설치하면, multi-turn 토크값은 3,000 Nm (2,212 lbf.ft)까지, 
quarter-turn 203,000 Nm (149,725 lbf.ft)까지 가능합니다.

IQH high speed actuators

IQ엑츄에이터의 직류전원(DC) 버전입니다. 전압은 24, 48,110 
VDC까지 가능합니다.

속도는  259 rpm까지고, 토크범위는75에서 397 Nm 
(55 ~ 293 lbf.ft)입니다.

IQD  direct current DC actuators

IQ엑츄에이터의 직류전원(DC) 버전입니다. 전압은 24, 48,110 
VDC까지 가능합니다.

토크 범위는13.6 에서 305 Nm (10 ~ 225 lbf.ft)까지 이며, 
기어박스를 달았을때 1,500 Nm (1,106 lbf.ft)까지,  quarter-turn 은 
132,000 Nm (97,358 lbf.ft)까지 가능합니다.

IQM / IQML  multi-turn modulating actuators

Modulating IQ 3상 전기 엑츄에이터는 전기-기계적인 컨텍터 대신 
solid state reversing starter가 있습니다. 빠른제어를 위한 고속 응답 
원격 제어장치입니다. Solid state starter에는 전자 모터 ‘브레이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QM 은 시간당 1,200 starts까지 가능합니다(S4/Class C). 기어박스 
설치시, 출력 토크값은3,600 Nm (2,655 lbf.ft)까지   quarter-turn
은 58,000 Nm (42,778 lbf.ft)까지 가능합니다.

IQML은 상하로 움직이며 modulating thrust 값은2.6 kN에서 
42.8 kN까지 입니다 (584~9,615 lbf).

 Special Designs

만약 당신이 IQ또는 IQT엑츄에이터의 표준 모델이 아닌 다른 사항을 
요구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사 고객 센터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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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Non-Intrusive Electric Actuators

IQT  direct part-turn output

IQT part-turn 3상, 단상, DC전기 엑츄에이터로 시간당 1,200 starts 
까지 가능하며, isolation 또는 regulation으로 제작되었습니다.
(S2&S3 /Class A&B)

토크 출력값은  20에서 3,000 Nm까지 입니다 
 (14.8 to 2,212 lbf.ft).

IQTM  part-turn modulating actuators

IQT 엑츄에이터의 modulating 버전이며 시간당 1,800 starts 
가능합니다 (S4 / Class C). 본 제품에는 빠른  제어를 위한 고속 응답 
원격제어 회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토크값 범위는 20에서 3,000 Nm까지 입니다. (14.8 ~ 2,212 lbf.ft)

IQTN  part-turn actuators for maritime

IQT part-turn엑츄에이터는 공간이 협소한 해상 및 해양 
에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 정의에 의한 컴팩트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충격과 내성에 대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A
Threaded 

Rising Stem

L
Linear 

Plain Rising 
Stem

B
Rotating 

Non-Rising

IQTF  modulating actuators

Part-turn IQT 엑츄에이터는 multi-turn non-rising output, linear 
output 과 direct rotary output이 가능합니다. 이 옵션은 대개 느린  
회전 및 높은 토크가 필요한 에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Modulating 
사이클은 시간당 1,800 starts입니다 (S4 / Class C). 

A = Torque range 20 to 250 Nm (14.8 to 184.5 lbf.ft) 
B = Torque range 20 to 2,000 Nm (14.8 to 1,476 lbf.ft) 
L = Thrust range 9.4 to 54 kN (2,108 to 12,154 lbf)

Part-turn failsafe actuators

메인 전기가 나갔을 때 fail safe 작동을 필요로 하는 에플리케이션일 
경우 IQT, IQTM, IQTF*는내부 베터리**를 이용하거나 또는 외부 
24VDC 공급 전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엑츄에이터는 자동으로 
미리 설정된 위치로 이동하거나 AC전원이 나갔을 때 제어 가능한 
상태로 유지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턴수 설정 제한     ** 방수용 엑츄에이터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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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Modulating Electric Actuators

• 소형이며, 위험지역에서 품질 좋은 엑츄에이터를 원하신다면 
CVA를 사용하십시오.

• Low Power, 매우 낮은 에너지 소비, 태양열 전원 에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 S9, Class D급 연속적 동작으로 무제한 모듈레이팅 동작 가능 
(EN15714-2)

• 정전시, 밸브 위치 설정 가능
• 탁월한 정확도, 반복작동, 정밀도, 강성
• 컨트롤 밸브, 측정 및 정량펌프와 DC태양열을 포함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요구에 적합합니다.
• 포괄적인 데이터 로깅
• 정전시 위치 설정 프로그램

소형이며, 위험지역에서 품질 좋은 엑츄에이터를 원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격부하의 75%에서 모듈레이션 시간당 2,000 
starts까지 계량 및 펌프와 DC태양을 포함한 컨트롤 밸브의 까다로운 
에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 전원이 꺼졌을 시 Fail to position 옵션
• 우수한 정확도, 반복성, 해상도 및 강성
• 아날로그, 디지털 네트워크 제어 옵션
• IP66/67, NEMA 4 방폭 옵션
• 수동 작동, 로컬 컨트롤, 로컬디스플레이 옵션
• Linear: Thrust 값은 5,004 N (1,125 lbf)까지
• Quarter-turn: Torque값은 124 Nm (1,100 lbf.in)까지 
• Multi-turn: GB3를 결합 후 정격torque 45 Nm (400 lbf.in)

까지까다로운 에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UB094-001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CVA
range

CMA
range

Linear and part-turn precision modulating actuators

Multi-turn, part-turn and linear actuators

ExMax
range

강력하고 가벼운 전기 part-turn 엑츄에이터입니다. 모든 가스, 분진, 증기 
및 먼지에 대한 전 분야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모듈레이팅의 Calss A, B, C (EN15714-2) 

• 표준 ISO 플랜지 사이즈 사용

• Torque 범위는 5 ~ 150 Nm (3.7 ~ 110.6 lbf.ft)

• 국제 기준의 방폭등급

• 자동 조절 및 속도 선택 가능

• 위치 표시 기능

• Fail-safe 옵션

• 방수, 방진 IP66/67 등급

• Stainless steel 하우징 옵션

• 온도 범위: -40 ~  +50 °C (-40 ~ +122 °F)

Explosionproof part-turn actuators

• 아날로그, 디지털, 네트워크 컨트롤 옵션
• Pakscan, HART, Profibus, Foundation Fieldbus and Modbus 

통신 사용가능
• 내장 RIRO (Remote In Remote Out) 컨트롤 옵션
• 방수 IP68, NEMA 4 & 6, 방폭 인클로져
• 본질 안전 I/O 커넥션 옵션
• Bluetooth 무선기술을 이용하여 비간섭 설정/보정
• 수동 작동 기능 옵션
• CVL Linear: Thrust : 890 ~ 22,241 N (200 to 5,000 lbf)
• CVQ Part-turn: Torque : 54.2 ~ 271 Nm (480 to 2,400 lbf.

in)

더 자세한 내용은 PUB042-001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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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AC Solutions – Explosionproof Actuators and Control Systems

ExMax + LIN 및 ExRun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방폭구역내의 
밸브구동용으로 적합합니다. ExMax + LIN 액추에이터는 
스프링리턴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Thrust : 500 에서 10,000 N (112 to 2,248 lbf)

• 인증서 : ATEX, IECEx, CSA, Inmetro, Kosha, EAC 등 

• 스프링리턴 옵션 : 3초, 10초, 20초

• 콘트롤 모드: On-off, 3 pos., 비례제어 (0-10 VDC, 4 ~ 20 mA).

• 방수, 방진 등급 : IP66

• Stainless steel 하우징 옵션 (ExMax만 적용 가능)

• 온도 범위 : -40 ~ +50 ºC (-40 ~ +122 ºF)

• 기타옵션: 외장형보조스위치, 정션박스, 수동동작 핸드휠

ExReg 콘트롤러는 방폭구역에서 ExMax 액추에이터와 연동하여 VAV, 
CAV, 압력, 온도, 습도등을 제어하는 closed loop 콘트롤시스템으로 
적합합니다.

• 사용 온도 : -20 ~ +50 ºC (-4 ~ +122 ºF)

• 측정차압 범위: 0 Pa ~ 300 Pa

• 측정 온도 범위 : -40 ~ +125 °C (-40 ~ +257 ºF)

• 측정 습도 범위 : 0 ~ 100% rH

• Stainless steel 하우징 (옵션사항)

• 인증서 : ATEX, IECEx, (CSA) 등

• 방수, 방진 등급IP66, 내장 정션 박스

• PID(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loop 내장

• 방폭구역내에서 파라미터의 세팅 및 변경 가능

ExReg

ExMax+Lin/ 
ExRun

range

range

HVAC explosionproof control systems

ExCos 트랜스미터와 ExBin 스위치는 본질안전회로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방폭구역에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라미터의 
세팅 및 변경시 별도의 공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센서와 스위치는 
압력, 온도, 습도 차로 인해 동작합니다. 모든 가스, 먼지, 수분에 대한 
보호 등급이 있습니다.

• 사용 온도 : -20 ~ +50 ºC (-4 ~ +122 ºF)

• 측정 차압 범위 : 0 ~ ±7,500 Pa

• 측정온도 범위 : -40 ~ +125 °C (-40 ~ +257 ºF)

• 측정 습도 범위 : 0 ~ 100% rH

• Stainless steel 하우징(옵션 사항)

• 인증서: ATEX, IECEx, (CSA), Inmetro, Kosha, EAC 등

• 방수, 방진 등급 IP66, 정션 박스 내장

ExCos/ 
ExBin
range

HVAC explosionproof sensors and switchesLinear explosionproof actuators



A4US

US

A4

US A4

US

A4

A4 US

 US

 A4

 US

 A4

A4 US

Group Portfolio14

High Performance Electric Actuators

• Torque 는 7,000 Nm까지  thrust는 1,115 kN까지 가능

•  방수기능, 단자 커버나 케이블 글랜드의 sealing에 의존하지 
않음–이중 sealing  IP66/68 등급

• 모든 밸브 타입 표준 배선도

• Thrust 또는 non-thrust 플랜지 설치 치수는 International 
(ISO) 기준 밸브 표준 치수 입니다.

• 밸브의 양 끝 위치에서 절전 스위치는 torque position limit 
스위치와 기계적으로 결합

• 필수starter와 컨트롤 회로 옵션 (Rotork Syncropak)

• 각각의 엑츄에이터에서 세개의 base 옵션. 

더 자세한 내용은 PUB009-001을 참고하십시오.

• Rotork NA 엑츄에이터는 원자로에 설치 가능한 안전인증 – US 
standard IEEE382, 1980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 완벽한 sealing 구조

• Active / passive duty 설계 디자인

• Torque 제한 브레이크 옵션

• Thrust 보정 옵션

• 내부 및 외부 격납시설 설치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PUB004-001을 참고 하십시오.

NA
range

• Stroke 거리 : 6” ~ 30” (152 ~ 762 mm)

• Thrust 범위 : 27,335 N (6,150 lbf)까지

• Modulating 동작: 시간당2,000 starts 

• HART 가능

• 온도범위 :  -40 ~ 65 °C (-40 ~ 150 °F)

• 자동 thrust limiting

• Self-locking drive 시스템 (마지막 위치 유지 및 Backdriving 방지)

• LA-2520모델ATEX인증 보유

• 수동 동작기 기본장착

더 자세한 내용은 PUB045-002을 참고하십시오.

2000
range

Heavy-duty linear actuators

K (high torque)
range

High torque electric actuatorsNuclear applications

Combustion Air and Flue Gas Electric Actuators

Rotork에서 중장비 댐퍼쪽 제품은 SM-6000시리즈와 1700/5000
시리즈를 포함합니다.

• 313°까지 회전

• Torque는 35,256 Nm (26,000 lbf.ft)까지 가능

• 이중 o-ring sealing

• 연속 제한 모듈레이팅

• HART, Profibus, Foundation Fieldbus 통신 가능

• 온도 범위 :  -40 ~ 85 °C (-40 ~ 185 °F)

• 자동 torque limiting

• Self-locking drive 시스템 (마지막 위치 유지 및 Backdriving 방지)

• 수동 동작기 기본 장착 

더 자세한 내용은PUB052-001을 참고하십시오.

Heavy-duty rotary actuators

1700/5000
SM-6000
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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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경량의 좁은 공간에 알맞은 기계식 엑츄에이터이고, LED 위치 
표시등, 효율적인 간단한 기어 설치 가능.

• On/off 방식; 수동동작 핸드휠; Self-locking; ISO 플랜지

• 로컬 컨트롤 및  위상 회전 보정이 가능

• Torque 범위는 35 ~ 650 Nm (25 ~ 480 lbf.ft)

• 다양한 범위의 공급전원

• 단상, 3 상 그리고 DC 옵션

• 방수 IP68 등급

• 빠른 속도 변화에 이용가능

• 옵션: Bluetooth; 통신 ; Folomatic / CPT, 데이터 로거

더 자세한 내용은 PUB008-001을 참고하십시오.

ROM
range

ROM compact and lightweight design

Other Electric Actuators

AWT
range

A
range

방수, 전기-기계식, multi-turn 엑츄에이터.

• Torque 범위: 
단독 운전 14 ~ 3,000 Nm (10 ~ 2,200 lbf.ft) Part-turn 
250,000 Nm (185,000 lbf.ft)까지  Multi-turn 40,800 Nm 
(30,000 lbf.ft) 까지

• 오일 윤활 IP 68 이중 sealing 옵션

• 완전히 내장된 모터 제어 장치 또는 고객사 공급 모터 제어 장치. 
필요시 분리된 모터 제어 장치 이용 가능. (SyncroSet actuator)

• Isolating and regulating duty

더 자세한 내용은 PUB005-001 을 참고하십시오.

방폭, 전기-기계식, multi-turn 엑츄에이터.

• 원격 시동 SyncroSet 옵션 사용 가능

• 방폭

• 방수, 방진 등급 : IP 68

• Torque 범위: 
단독 운전 14 ~ 3,000 Nm (10 ~ 2,200 lbf.ft) Part-turn 은  
250,000 Nm (185,000 lbf.ft)까지 Multi-turn 은 40,800 Nm 
(30,000 lbf.ft) 까지

• Isolating and regulating duty

더 자세한 내용은 PUB003-001을 참고하십시오.

AWT multi-turn actuatorsA Range multi-turn actuators

소형이며, 전기-기계식 part-turn 엑츄에이터 보호등급은 IP68

• Torque 범위는 30 ~ 406 Nm (22 ~ 300 lbf.ft)

• 소형이지만 견고하며, 이중 sealing

• 외부 기계식 정지기를 통한 운전  거리 제한

• 수중 설치 옵션

• 간단한 원격 제어

더 자세한 내용은 PUB007-001 을 참고하십시오.

Q
range

Q single-phase part-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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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scan P4Network Control Systems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장을 제어하는 것은 수년동안 
Rotork 엑츄에이터의 특징이었습니다. 등록되고 개방적인 
시스템의 사용은 공장의 시운전 및 후속 제어 및 단순하고 
안정적인 작업을 감시합니다.

모든 Rotork의 엑츄에이터는 적절한 옵션카드를 포함 상용되는 
대부분의 통신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과 호환 됩니다. 엑츄에이터는 
조치가 취해진 전체 공장 제어 시스템 (DCS 또는 PLC) 및 밸브 제어 
명령에 필드 고속도로를 통해 상태 피드백을 보고 합니다.

당사 시스템인 PakscanTM 은Foundation Fieldbus®, Profibus®, 
Modbus®, HART®, DeviceNet® 에 대해 호환이 가능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18페이지를 보십시오. 전문 통신 시스템과 함께  
혁신기술은 Rotork 통제 시스템을 위한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전 세계 판매, 서비스 네트워크 리스트는 홈페이지 
www.rotork.com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대적인 설비에서는 데이터통신에 
24시간이 걸립니다. 오른쪽 하단에 
그 단계가 있습니다.

Rotork Pakscan 시스템은 엑츄에이션 제어 자동화의 
시계적인 리더입니다. 1986년 출시 이후, 네트워크 
테크놀러지의 선두주자인 Pakscan 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150,000이상의 제품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Pakscan's 네트워크 시스템은 비교할 수 
없는 제어, 안전성 및 고객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제 30년이 된 Pakscan은 경험을 통해 모든 산업 분야의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에서 기본 설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Rotork Pakscan P4 시스템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공장 제어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모든 산업 및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Pakscan P4 기존의 Pakscan 네트워크와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과 함께 즉각적인 응답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초고속 
플러스 네트워크이며, Open Networks인 제 3세대Modbus 필드 
디바이스에 연결 가능합니다.

Pakscan, 신뢰성 있는 중요 에플리케이션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UB059-030을 참고하십시오.

가장  빠른  엑츄에이터 전용 컨트롤 네트워크

High-availability Seamless Redundancy (HSR)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나의 마스터 스테이션에 4개까지 필드 네트워크까지 가능

다중 호스트 연결

Asset Management and Datalogging

기존의 Pakscan시스템을 P4로 업그레이드

모든 필드 네트워크는 3번째 장치를 연다

효율적인 최소비용으로 설치

Rotork의 글로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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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ting
Applications

Open Network

Wireless Network

Classic Network

IQ3
Hub

IQT3
Hub

3rd Party
Devices

Ethernet

2-Wire High availability Seamless 
Redundancy (HSR) SHDSL Loop

P L U S

H O S T  E T H E R N E T  N E T W O R K

LaptopWork Station

Plant Controller

D
CS/SCA

D
A

A
sset M

anagem
ent

The fastest actuator control loop
Up to 15 Mbit/sec

Digital & Analogue I/O

LG

Distance between 
devices up to 5 km

Off-site Connection

Level GaugeFlowmeter

Pakscan P4 Plus Network

가장 빠른 엑츄에이터 컨트롤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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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Bus Connectivity

Foundation Fieldbus®

Foundation Fieldbus는 널리 공정 제어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승인 
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중앙 DCS 로 부터 제어신호를 분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Rotork Foundation Fieldbus 인터페이스카드는 
표준 Foundation H1 bus 시스템에 직접 연결됩니다.모듈에 내장된 
function blocks 은 밸브와 엑츄에이터의 제어와 모니터링 기능을 
합니다. 인증된 Device Description 파일의 사용으로 FF 카드의 
사용이 한결 더 수월해집니다.Single input block 안에 광범위한 
엑츄에이터 피드백 보고 능력 및 시스템 진단 정보는 Rotork 를 
Foundation Fieldbus 시스템 사용에 첫번째 선택으로 선정하는 
이유입니다.

• 인증된 Foundation ITK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 IEC61158-2 표준 준수

• link master 및 LAS 기능 포함

• 메이저 DCS 업체 독립적 HIST 인증

• 완벽한 H1 field 기능

더 자세한 내용은 PUB089-001을 참고하십시오.

DeviceNet®

DeviceNet은 Open Network Standard로 산업환경에서 CAN bus
의 주요 특징들을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입니다.  Rotork의 
DeviceNet 인터페이스 모듈은 엑츄에이터 프로세스 제어 및 피드백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Electronic Data Sheet (EDS)
설명파일은 시스템 성능의 최적화를 위해 엑츄에이터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데 사용됩니다. 표준 엑츄에이터 토크 및 위치 피드백에 
더불어 아날로그식 입력은 네트워크에 외부 아날로그식 장비가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otork 모듈은 Open Device Net밴더 
협회로부터 상호 운용성을 인증 받았습니다.

• 각 네트워크에 최대 63대의 기기 연결 가능

• 4-wire 케이블 ( 2 x signal, 2 x power)

• Trunk 및 drop line 허용

• ODVA 인증 호환성

• EDS 전자 기기 설명 파일

더 자세한 내용은 PUB090-001을 참고하십시오.

Profibus®

Profibus는 산업자동화 및 제어에 있어 고속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의 
국제적인 선두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Rotork Profibus DP 
인터페이스 카드는 DP-V0 순환식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해 밸브 
및 엑츄에이터의 종합제어 및 피드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확장된 
엑츄에이터 진단 및 환경설정은 이 모듈이 지원하는 DP-V1 비순환식 
데이터에 포함됩니다. EDD및 DTM파일은 Rotork의 기기가 
자산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 성능에 중요한 매개변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독립적으로 공인받은 GSD파일은 기기의 정보처리 
상호 운용성을 보증합니다. Rotork는 스위치 단절모듈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컬렉션을 고를 수 있도록 GSD파일의 설치를 
간소화 하고 여러 환경 설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RS485 Profibus DP V0 & V1 준수

• 싱글/듀얼 리던던트 옵션

• IEC61158-3 규격 준수 

• Profibus PNO 인증

• 최대 1.5 Mbit/s 속도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PUB088-001을 참고하십시오 .

Rotork 엑츄에이터의 주요 전자 인클로저에 장착되어있는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 대부분의 산업 표준 통신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Multiple fieldbus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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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bus®

Modbus는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동화 
프로토콜로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중 현재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토콜입니다. Rotork의 Modbus 인터페이스 카드는 
Modbus RTU프로토콜을 이용해 PLC 혹은 DCS와 엑츄에이터가 
2-wire RS485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Modbus 
프로토콜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데이터 
흐름과 정보에 대한 완벽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Modbus 시스템은 
설치시 기기 설명 파일이나 특별 프로그래밍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 
간단합니다.

• RS485 2-wire RTU 커뮤니케이션

• 국제 개방형 표준규격 사용

• Single/dual 리던던트 옵션

• 필요시 통합 리피터 모듈 포함

• 최대 115 kbps

더 자세한 내용은 PUB091-001을 참고하십시오.

HART®

HART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는Bell 
202 전화 커뮤니케이션 표준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제어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로FSK (Frequency Shift Keying)원리를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4~20mA 전류 루프 및 중첩된 가변 디지털 
신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4~20mA루프는 제어를 
위해 사용되며 중첩 디지털 신호는 피드백 및 진단, 환경설정 용으로 
사용합니다. HART 디지털 신호는 엑츄에이터에 연결된 host를 
사용해 필요한 매개변수를 선택해 환경설정 및 피드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 설정 가능 세팅은 HART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  각 네트워크 당 63대의 기기 연결 

• Electronic Device Description (DD) 파일

• HART 7 호환

더 자세한 내용은 PUB092-001을 참고하십시오.

Multiple Bus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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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k Fluid Systems은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깆추어 고객들의 
프로젝트에 제시간에 납품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Rotork Fluid Systems은 아래 제품들을 납품합니다:

• 공압 회전 및 선형 밸브 엑츄에이터

• 유압 회전 및 선형 밸브 엑츄에이터

• 전기 유압 밸브 엑츄에이터

• 해저 밸브 엑츄에이터

• 베인 공압 밸브 엑츄에이터

• 스마트 밸브 모니터링 시스템 (SVM)

• 컨트롤 시스템

당사의 세계 곳곳의 전체 서비스 및 영업 네트워크는 홈페이지 
www.rotork.com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수한 센터

이러한 제조공장에 추가로, 폐사에서는 우수한 센터망을 전세계에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들은 재고 보유, 고객 
요구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제공, 유공압 컨트롤 구성과 더불어 영업, 
서비스, 설치 및 시운전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험설비-품질 및 안전

Rotork Fluid Systems는 신뢰할 수 있는 동작 및 우리제품의 기능적 
수명을 보증하기 위해 맞춤형 시험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Rotork
의 철학인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위해, Rotork Fluid System은 세계 
곳곳에 연구 및 개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사의 테스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합니다.:

• 엑츄에이터의 완전한 동작시험을 통한 전체 torque범위에 대한 
정적 및 동적 분석

• 힘, 왕복횟수, 온도 등 다양한 조건하에서 순환 및 반복 시험

• 자동 또는 수동설정 및 압력, 포지션 및 온도변수 기록

• 유압 여과 및 세정 장비 보유

• Torque 테스트 최대 600,000 Nm (5,000,000 lbf.in)

• Thrust 테스트 최대10,000 kg (22,046 lbf)

• 공압 압력 최대 120 bar (1,740 psi)

• 유압 압력 최대 360 bar (5,220 psi)

Fluid Power Actuators and Control Systems

공압, 유압, 전기-유압 엑츄에이터 등 
포괄적 범위의 엑츄에이터 취급.

On/off 제어, ESD, HIPPS, 예방 정비 
서비스 및 특수 밸브 어플리케이션 
등 뛰어난 성능의 엑츄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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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동식 및 스프링 리턴  엑츄에이터

•  압출 알루미늄 하우징 및 캐스트 알루미늄 앤드캡

• 내부식성 실린더 및 니켈도금 피니언

• ISO 5211, EN 15714-3-4, NAMUR VDI / VDE 3845에 따른 
치부설계

• 출력 torque : 2.4 ~ 5,800 Nm (51,000 lbf.in)

• 공급 압력 : 2 ~ 10 bar

• ATEX 94/9/EC 

• SIL3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가능 (IEC 61508)

• Smart Valve Monitor (SVM) partial stroke testing 호환

더 자세한 내용은 PUB014-004을 참고하십시오.

GT/RCR
range

Fluid Power Actuators

• 초소형 scotch yoke 공압 엑츄에이터

• 복동식 및 스프링 리턴 방식

• 안전 및 편리함을 위한 스프링 모듈 포함

• 출력 torque 최대 4,400 Nm (38,000 lbf.in)

•  ISO 5211/DIN 3337에 따른 밸브 결합부 형상

•  SIL3 인증 (IEC 61508)

•  PED(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97/23/EC 인증

•  ATEX 94/9/EC 인증

•  Smart Valve Monitor (SVM) partial stroke testing 호환

더 자세한 내용은 PUB014-001 (RC200) 및 PUB014-002 (RCI200)
를 참고하십시오.

RC200
RCI200
ranges

Compact scotch yoke actuators

Rack and pinion actuators

• 복동식 및 스프링 리턴 방식 공압 및 유압 엑츄에이터

• 내부식성 실린더

• IP67M에 대한EN60529 (1991) + (A1:2000) 준수

• ATEX 94/9/EC 인증

• PED 97/23/EC 인증

• 최대 출력 torque  4,500 Nm (39,800 lbf-in).

• SVM partial stroke testing 호환

• IEC 61508에 따른SIL3 인증.

더 자세한 내용은 PUB013-001을 참고하십시오.

CP
range

• 복동식 및 스프링 리턴 방식 공압/유압 엑츄에이터

• 내부식성 실린더

• IP67M에 대한EN60529 (1991) + (A1:2000) 준수

•  ATEX 94/9/EC 인증

•  PED 97/23/EC 인증

•  Torque 출력 600,000 Nm (5,000,000 lbf.in)

•  SIL3 인증 (IEC 61508)

•  Smart Valve Monitor (SVM) partial stroke testing 호한

 자세한 내용은 PUB011-001 (GP/GH)을 참고하십시오.

GP/
GH
range

Scotch Yoke actuators

Heavy-duty scotch yoke actu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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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Power Actuators

• 복동식 및 스프링 리턴 타입

• 주철 하우징 대형 엑츄에이터.  
출력 torque : 3,400 Nm (30,000 lbf.in)

• 내부식성을 위한 니켈 도금 실린더

• ISO 5211 DIN 3337을 준수한 밸브 결합부 형상

•  IP67M에 대한EN60529 (1991) + (A1:2000) 준수

•  PED 97/23/EC 인증

•  IEC 61508에 따른 SIL3 인증

•  Smart Valve Monitor (SVM) partial stroke testing 호환

더 자세한 내용은  PUB019-004을 참고하십시오.

RH
range

• 복동식 및 스프링 리턴 방식 공압 및 유압식 엑츄에이터

• 니켈도금 실린더, 크롬도금 피스톤 로드

• 해머 블로우 및 표주형 밸브 스템 커플링 디자인 이용가능

• Thrust 최대 5,000,000 N (1,124,000 lbf)

• Smart Valve Monitor (SVM) partial stroke testing 호환

자세한 내용은 PUB020-001 을 참고하십시오.

독립 구조형 CQ 엑츄에이터는 헬리컬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원형 
디자인으로, 피스톤의 선형 동작을 쿼터 턴  회전 동작으로 변환 
합니다.

• 방수 하우징

• 에플리케이션 : SIL3, functional integrity, safety, limited space

• 단동 및 복동식 공압, 유압 엑츄에이터

• 최대 torque : 600,000 Nm

• Stroke 조정 : 90° ±5°

• 기본 표준 온도 범위 : -30 to 100 °C (-22 to 212 ºF) 
저온옵션  -60 °C까지 가능

• IP66M/IP68M, PED, ATEX, IECEx, GOST 인증

자세한 내용은 PUB119-001을 참고하십시오.

CQ
range

•  유압, 복동식 엑츄에이터

•  안정된, 컴팩트 디자인

•  완벽히 밀봉된 방수 하우징, IP 68 등급

•  니켈 도금  이중화 실린더 피스톤 seal

•  Zero backlash 정밀 가공된 랙 앤 피니언 메커니즘

•  밸브에 직접 결합 가능한 입력  샤프트

•  출력 torque : 5,650,000 Nm (50,000,000 lbf.in)까지

•  압력 : 207 bar (3,000 psi)까지

더 자세한 내용은 PUB019-009을 참고하십시오.

RHQ
range

LP/
LH
range

Extreme-duty rack and pinion actuators

Linear actuatorsCompact 1/4-turn self-contained actuators

Heavy-duty rack and pinion actu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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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Power Actuators

• 유압 수동 조작기 기본장착

• 양 방향 속도 제어 기본 장착

•  IP67M을 위한 EN60529 (1991) + (A1:2000) 인증

•  ATEX 94/9/EC 인증 제품

•  PED 97/23/EC 인증에 부합 됨

•  600,000 Nm (5,000,000 lbf.in)까지의 torque 출력

•  Smart Valve Monitor (SVM) partial stroke 테스트 호환 가능

자세한 내용은 PUB016-001을 참고하십시오.

HPG
range

• 저압 또는 고압 제어 회로 옵션

• ASME 인증 된 탱크

• 표준 모델에서 유압식 수동 조작

• 표준 모델에서 양방향 작동 속도 조절

•  PED 또는 ASME 승인의 gas / oil 및 power gas 저장 탱크

•  IP67M을 위한 EN60529 (1991) + (A1:2000) 인증

•  ATEX 94/9/EC 인증 제품

•  PED 97/23/EC 인증에 부합 됨

•  600,000 Nm (5,000,000 lbf.in)까지의 torque 출력

•  Smart Valve Monitor (SVM) partial stroke 테스트 호환 가능

자세한 내용은 PUB017-001을 참고하십시오.

ELB, 전자식 (파이프)라인 탐지기는 파이프 라인의 압력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 밸브 엑츄에이터가 비상위치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GO

ELB

range

Gas over oil actuators

Pipeline pressure monitoring system

Direct high-pressure gas actu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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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압 및 유압 타입 가능

•  최대 토크 : 800 Nm (7,080 lbf.in)

•  변경 용이성을 위한 Modular system 

•  다양한 가혹한 환경에서의 작동을 위한 특수 설계 가능

자세한 내용은 PUB025-002을 참고하십시오.

Twin 
Power
range

Fluid Power Actuators

Mechanical fluid power stepping actuators

•  복동식 및 스프링리턴 방식 공압엑츄에이터

•  소형의 단독 엑츄에이터, 최대 출력토크 :  
18,300 Nm (155,000 lbf.in)

•  IP66M / IP67M 및 NEMA 4 / 4X에 부합한 인증

•  CE 및 ATEX 94/9/EC 인증

•  ANSI / AWWA C540-02 및 C541-08 준수

•  VDI / VDE 3485 컨트롤 액세서리 마운팅 표준 준수

•  0.25% 이상의 모듈레이팅 정확도

•  100만회 왕복 동작 가능

자세한 내용은 PUB097-001을 참고하십시오.

•  사용중인damper 마운팅 치수와 호환 가능한 ‘drop-in place' 설계

•  Rotary 및 linear 타입 가능

•  최대 출력 torque 28,201 Nm (250,000 lbf.in)

•  3-5초 내 전체 스트로크 고속 작동 가능

•  최대149 °C (300 °F)의 고온 옵션 가능

•  높은 정밀성 및 응답성

•  나쁜 환경조건에서의 안정성 및 작동성

•  제어 옵션: Profibus, HART, Foundation Fieldbus 통신 제어. 
공압, 아날로그 및 디지털 포지셔너

•  영구적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PUB000-062를 참고하십시오.

K-TORK
range

TYPE K
range

Damper drivesVane actuators

•  수동작동, spring-return fail-safe 운전

•  드물게 작동하는 밸브와 댐퍼를 위한 비용 절감 솔루션

•  방수 또는 방폭 구조

•  다양한 옵션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작동 가능

자세한 내용은 PUB062-002을 참고하십시오.

Self-contained 
Hydraulics

Self-contained fail-safe actu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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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Power Actuators

Skilmatic SI 
3rd Generation

range

range

ACS 모듈레이팅 엑츄에이터는 초크밸브의 포지션 제어를 위한 원가 
절감 솔루션입니다.

•  복동식, 단동식 및 쿼터 턴 옵션과 함께 밸브 밸브 개폐 동작 속도 
제어 가능

•  원격조작으로 활성화 / 비활성화 스텝핑 기능

•  신뢰성 있는 작동, 사용자 비용 절감

•  소형으로, 설치비 절감

•  유지보수 비용 절감

자세한 내용은 PUB025-003을  참고하십시오.

자가진단 지능형 전기 유압 엑츄에이터인 Skilmatic SI3은 위치 
및 위치 제어가 필요한 현재의 컨트롤 및 안전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치, 압력, 진단 및 상태 표시가 가능한 넓은 
디스플레이가 특징이며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엑츄에이터를 설정 및 
데이터 다운로드를 할 수 았습니다.

•  전기에 의한 전원 : 단상, 삼상과 24 VDC

•  비상시(정전) 마지막 위치를 열림, 닫힘, 멈춤으로 설정 가능

•  Spring-return 또는 double-acting

•  Linear thrusts: 1.7 ~ 5,500 kN (382 ~ 1,236,000 lbf) 
¼ turn torques: 65 ~ 500,000 Nm (575 ~ 4,425,000 lbf.in)

•  단계적 설비 및 선택적 내부 유동 제어밸브에 따라 운전 속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  Partial Stroke Testing (PST) 지원

• Single or dual ESD/PSD input with solenoid  
configuration options

•  위치 제어 옵션 : 4-20 mA로 입력 및 출력, 정확도 0.3%

•  통신 옵션 : PakscanTM, Profibus®, Modbus® & HART®, 
Foundation Feildbus®

•  데이터 로거는 3,000 동작까지 기록 가능

•  구성 상태 및 알람 기능

•  방수 또는  방폭 Exdb IIB & IIC T4 –ATEC, IEC, cCSAus EAC 
인증

•  TUV 의 기능 안전 SIL 인증, IEC 61508:2010획득

•  온도 범위 : -50 ~ +70°C (-58 ~ +158°F)

See PUB021-001 for further details.

ACS

•  저압의 전기-유압 컨트롤 모듈을 탑재한 전기-유압 엑츄에이터.

•  스프링 리턴 방식 (fail safe open 또는 close)

•  이중 리던던트 유압펌프.

•  Single 또는 dual fail safe 솔레노이드.

•  단상 115 또는 230 VAC 

•  토크/펌프 보호와 Two-position 제어.

•  방수 또는 방폭 타입.

•  Double-sealed로 독립구조의 터미널 및 케이블 글랜드

•  조정 가능한 volt-free limit스위치.

자세한 내용은 PUB021-020-00을 참고하십시오.

Skilmatic SB
range

Electro-hydraulic actuators

Control and choke valve actuators Compact Electro-hydraulic actu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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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Power Actuators and Control Systems

컨트롤 부품 패키지 들은 엑츄에이터 또는 밸브 설치의 구성 요소 
입니다. Rotork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모든 
타입의 유공압 파워 컨트롤 시스템에서의 제작 지원이 가능하며 On/
off, modulating 또는 ESD (emergency shutdown) 서비스 등의 
모든 고객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킵니다. 패키지는 panel 및 캐비닛, 
뿐만 아니라 엑츄에이터와 떨어진 곳에도 설치가 가능 합니다.

Rotork의 부품들은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서플라이어를 
통해 공급되며 리미트 스위치, 급배기밸브, 유공압 매니폴드, 
필터레귤레이터, 셔틀밸브, 라인브레이크 안전 시스템, Partial stroke 
테스트 및 토크 제한 장치 등 자체 기술로 설계된 제품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Control systems

Hiller range 는 회전식 및 직선식, 유압 및 공압, double-acting 
및 spring-return 등의 기능들을 지원 합니다. 또한 초정밀 속도 
조절 디자인의 리니어 hydro-pneumatic 엑츄에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 보증은 10 CFR 50 APP B, 10 CFR 21, ANSI N45.2 을 
따르며 NUPIC 및 NIAC 에 의해 검증 되었습니다. 환경 및 진동은 
IEEE 323, 344 및 382 에 따릅니다.

Hiller 제품들은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10,000여개가 넘는 
예비 부품의 재고품들이 함께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068-001을 참고하십시오.

Hiller
range

Fluid power nuclear applications

•  19~7,570리터(5~2,000 U.S. gal)의 유압작동유 수용

•  345 bar (5,000 psi)까지의 사용 압력

•  3,785 lpm (1,000 U.S. gpm)이 내 유량 토출

•  전기 등급: NEMA 4, 4x, 7 또는 CSA, ATEX 등급

•  특수 요구 충족이 가능한 맞춤형 제작 솔루션

•  현장조사,설계, 제작, 테스트, 설치 및 시운전 등 제작 전분야 지원

•  최고 수준의 문서 및 서비스 매뉴얼

자세한 내용은  PUB062-001을 참고 하십시오.

HPU
range

Hydraulic power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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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off용 유공압 엑츄에이터 및 밸브와 호환

•  광범위하고 강력한  partial stroke 테스트 지원

•  자가진단 및 예방보수를 위한 밸브 데이터 로그

•  모든 SIL 등급 만족

•  안전 또는 위험 지역용 버전 지원 가능

•  DCS 및 ESD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가능

•  각 부품들의 SIL 퍼포먼스 향상

자세한 내용은 PUB026-001, PUB026-002 을 참조하십시오.

SVM
range

Fluid Power Actuators and Control Systems

Smart Valve Montior (SVM)

subsea range 제품은 회수 또는 비회수용 액츄에이터와 기어박스 
디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subsea 분야의 가혹하고 
엄격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  단/복동식 유압quarter-turn/linear subsea actuator

•  Subsea 및 반잠수 환경

•  회수 또는 비회수용 디자인

•  아주 다양한 옵션 선택 가능

•  깊이 2,500 m의 설치 이력 보유

•  Smart Valve Monitor (SVM) partial stroke 테스트와 호환

자세한 내용은  PUB022-001을 참고하십시오.

SUBSEA
range

특수한 디자인과 80 년이 넘는 경험, 액츄에이터 및 VRCS 의 제조 및 
설치, Masso range 제품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산업을 위한 안전하고 
중요한 유압 및 전기-유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RCS – Masso의 기존 유압시스템의 VRCS와 진화된 통신기술을 
접목한 제품입니다.

ADCS – Masso의 전기-유압 시스템으로 유연한 컨트롤 솔루션을 
제공하여 전세계 야드 및 선주에게 여러가지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기 2가지 시스템은 모두 자동화 시스템인 IAS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121-001을 참고하십시오.

MASSO
range

Valve Remote Control System (VRCS)Subsea actu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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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k Gears 는 전세계적으로 밸브와 액츄에이터 산업에 
기어박스, 아답터 및 악세사리를 공급하는 전문 제조사로서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 중국, 미국 및 인도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Rotork Gears는 아래의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  수동 및 전동식 multi-turn 기어박스

•  수동 및 전동식 quarter-turn 기어박스

•  Worm gear quarter-turn gear operators

•  Subsea quarter-turn gear operators

•  Override quarter-turn gear operators

•  설치 키트 및 액세서리

전세계에 분포된 영업 및 서비스 망은 당사의 홈페이지  
www.rotork.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ngineering and Working Capabilities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각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품질과 사후 관리를 
지원하면서 기술에서 전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회사가 된 것에 우리는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Rotork Gears 제품들은 월드클래스 디자인으로 국제 기준을 만족 
또는 초과 만족 합니다. 기본적으로 BS EN ISO 9001 을 승인 
받았지만, 전문가의 엔지니어링, 끊임없는 재료의 테스트 및 수명 
테스트 등으로 완성 기어박스의 품질 보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esting Facilities

Rotork Gears 는 각 생산공장마다 광범위한 테스트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넓은 토크 범위의 멀티-턴 및 쿼터-턴 기어박스의 
종합적인 테스트가 가능 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수명테스트, 과부하 
테스트 및 환경 테스트 수행이 가능 합니다.

Reliability and Quality Assurance

Rotork Gears 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을 맞추거나 능가하고 있습니다. 
Rotork Gears 는 BS EN ISO9001 의 요구조건에 맞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확립 하였습니다..

Rotork Gears is committed to:

•  고객 만족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 수행

•  고객 요구 조건들의 완벽한 이해

•  제품 및 고객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

•  끊임없는 품질 개선으로 새로운 품질 문화 창조

Valve Gear Operators and Accessories

기어박스와 오퍼레이터는 해저와 
원자력시설을 포함한 가혹한 
환경조건에 견딜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밸브 및 엑츄에이터 산업에 브래킷, 
연장 샤프트, 받침대 및 악세서리를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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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turn Products

242
worm gear 
operator

242P
worm gearbox

232
worm gear 
operator

AB
worm gear 
operator

Worm gear quarter-turn operatorsLight duty worm gear operators

Nuclear rated manual worm gear operatorsWorm gear quarter-turn operators

가벼운 캐스트 알루미늄 재질의 quarter-turn기어박스로 HVAC, 
소방라인, 일반적인 산업환경에 적합.

Torque는 최대 1,500 Nm (1,106 lbf.ft)까지.  
7 가지 크기. 비율은 37:1 에서 45:1까지.

•  경량

•  견고한 구조

•  이동식 출력 드라이브 슬리브

•  IP65

•  고압 알루미늄 캐스트 재질

•  보호된 스틸 인풋 샤프트

Quarter-turn 기어박스인 AB range 는 가볍고 튼튼한 주철 재질이며 
Ball, Plug, Buttefly 밸브에 적합합니다. 242 range 는 낮은 토크를 
요구하는 수동 전용 기어박스입니다

Torque 최대값 : 2,100 Nm (1,858 lbf.ft).  
6 가지 크기. 비율 : 40:1 ~ 60:1.

•  웜기어

•  수동 작동

•  최신 분석 설계도구를 사용하여 제작

무거운 주철 quarter-turn gearboxes로 물, 가스, 화학, 발전소, 화학 
산업에 쓰이는ball, plug, butterfly 밸브에 적합합니다.

Torque 범위는 최대 32,000 Nm (23,600 lbf.ft).  
15 가지 크기. 비율은 34:1에서 729:1.

•  주철 재질

•  축 니들 베어링

•  어떠한 환경에서도 견디는 견고한 구조 

•  IP67

옵션: Stainless steel input shaft. Ductile iron. IP68. AWWA. 
다양한 환경. Padlockable 핸드휠. Limit switches. 온도 옵션. 

242P 시리즈는 외부 오염환경 조건에 최적화된 원자력용 안전 
기어박스 군입니다. 242P 기어박스는ball, plug, butterfly어떤 
종류의quarter-turn밸브에 적용 가능 합니다.

Torque 범위 최대1,000 Nm (8,851 lbf.in).  
5 가지 크기. 비율 40:1 에서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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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turn Products

MOW
range

Worm gear operators

Torque 최대 850,000 Nm (626,890 lbf.ft).  
21 sizes. 기어비는 40:1부터 9,600:1.

•  입력 감속기의 선택에 따른 종합 기어비

•  고효율

•  Output drive sleeves 분리 가능

•  IP67

•  각접촉 베어링

Options: Ductile iron. IP68. AWWA. 원자력. 고온 및 저온 옵션. 
Padlockable 핸드휠. Limit 스위치. Lever arms. 스트로크 범위를 90
도에서 더 크거나 작게 가능. 

워터, 가스, 화학, 발전 및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플러그, Ball, 
butterfly밸브 등의 전동식 제품을 
위한quarter turn 헤비-듀티(ductile 
iron) worm 기어박스 입니다.

Ball, plug & butterfly밸브 및 프로세스 뎀퍼에 적용되는quarter 
turn 기구.

Torque: 600 Nm (544 lbf.ft). 기어비: 34:1

•  Actuator 허용 지지 하중46 kg (101 lbs) 및 속도96 rpm

•  Bore: 45 mm (13/4 inch)

•  Input: F/FA10

•  Output: F/FA07, 10, 12, 14, 16

•  주철 커버와 강화 스틸 input 샤프트

•  축 베어링

•  분리 가능한 인서트

•  IP67과 ATEX 승인

옵션: 고온 및 저온 옵션, ductile iron housing,  
방화등급 ISO 10497, IP68.

대형 quarter-turn 모듈레이팅gearboxes.

Torque 최대 47,000 Nm (34,500 lbf.ft).  
9 sizes. 기어비 : 40:1 ~ 3,000:1

•  시간당 최대 1,200 starts

•  튼튼한 worm shaft

•  Aluminium bronze worm wheel

•  입력 감속기의 선택에 따른 종합 기어비

•  각접촉 bearings

•   Output drive sleeves 분리 가능

Options: All types of environment.

IW

IW

for electric 
actuators

worm gear 
operators

Motorised quarter-turn gearboxes

Manual quarter-turn gearboxes

AB550M
gear operator

Motorised quarter-turn gearboxes

워터, 가스, 화학, 발전 및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플러그, Ball, 
butterfly밸브 등의 전동식 제품을 위한quarter turn 헤비-듀티
(ductile iron) worm 기어박스 입니다.

Torque 최대 850,000 Nm (626,890 lbf.ft).  
21 sizes. 기어비는 40:1부터 9,600:1.

•  입력 감속기의 선택에 따른 종합 기어비

•  고효율

•  각접촉 베어링

•  Output drive sleeves 분리 가능

•  IP67

Options: Ductile iron. IP68. AWWA(미국수도협회). 원자력. 고온 
및 저온 옵션. Lever arms. 스트로크 범위를 90도에서 더 크거나 
작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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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turn Products

수자원, 가스, 화학, 발전소의 부식될 수 있는 현장에 적합한ball, 
plug, butterfly밸브의 스테인리스 스틸 316 하우징 quarter-turn 
기어박스.

Torque 최대 125,000 Nm (110,634 lbf.ft)까지 가능. 
2 sizes. 기어비 3,795:1까지 가능.

•  Worm gear

•  수작동 또는 전기 엑츄에이터로 가능 

•  스테인리스 스틸 316 하우징

•  스테인리스 스틸 316 shaft

•  스테인리스 스틸 316잠금장치

수자원, 가스, 화학, 발전소의 부식될 수 있는 현장에 적합한ball, 
plug, butterfly밸브의 스테인리스 스틸 316 하우징 quarter-turn 
기어박스.

Torque 최대 26,000 Nm (23,012 lbf.ft)까지 가능. 
14 sizes. 기어비 37:1 ~ 592:1.

• Worm gear

• 수작동 가능

•  스테인리스 스틸 316 하우징

•  스테인리스 스틸 316 shaft

•  스테인리스 스틸 316잠금장치

대형 quarter-turn 기어박스로 plug, ball, butterfly 밸브에 적합합니다. 
IEEE 382 사양 및 10CFR50 표준 규격 및 containment duty 에 근거한 
모든 테스트 조건을 만족합니다.

Torque 최대 48,809 Nm (36,000 lbf.ft)까지 가능. 
7 sizes. 기어비 : 40:1 ~ 70:1

•  Ductile iron cast body

•  Viton O-rings

•  Special bearings

•  원자력용 구리스

IWN 300

WG-SSAB-SS

range stainless 
steel range

stainless 
steel range

stainless 
steel range

Nuclear rated worm gear operators Stainless steel gear operators

Stainless steel gear operatorsStainless steel gear operators

세척기나 제약쪽에서 사용 되는 소형 스테인리스 스틸 quarter-turn 
기어박스.

Torque 최대 1,000 Nm (738 lbf.ft)까지 가능. 
3 sizes. 기어비 37:1 ~ 45:1.

• 304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및 shaft

•  Aluminium bronze worm wheel

•  경량

•  부식될 수 있는 환경에 적합(스테인리스 스틸)

•  IP65

•  Drive sleeves 분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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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turn Products

Double-acting 공압엑츄에이터용 수동declutchable 기어박스

Torque 최대 17,000 Nm (13,000 lbf.ft) 까지 가능. 
9 sizes. 기어비 35:1 ~ 468:1.

•  Input shaft 보호

•  주철 재질

•  축바늘 베어링

•  IP65

Options:고온 및 저온 옵션. ISO drive coupling. 
Solenoid valve to evacuate air automatically. IP67.

Spring-return 공압엑츄에이터용 quarter-turn 기어박스

Torque 최대 32,000 Nm (23,600 lbf.ft) 까지 가능.  
10 sizes. 기어비 34:1 ~ 707:1.

•  Input shaft 보호

•  주철 재질

•  축바늘 베어링

•  IP65

Options:고온 및 저온 옵션. ISO drive coupling.

Lever 
arms

웜 기어박스에서 댐퍼 축으로 90° 동작시 사용.

IW 기어박스의 옵션

웜 기어박스의 IW나 MTW기어박스에 옵션으로 가능

WGS range 는 subsea 전용 대형 기어박스로 매우 가혹한 환경에서 
최고의 신뢰성을 보증합니다. 피스톤 타입 압력 보상기 혹은 
멤브레인의 장착으로 압력의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어떤 깊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orque 범위 : 2,200 ~ 500,000 Nm (1,623 ~ 368,800 lbf.ft)

•  테이퍼 롤러 베어링에 지지받는 웜 샤프트

•  고강도 함금 스틸 웜 스크류

•  수평 혹은 수직형 카본 스틸 ROV 인풋(class 2 to 7)

•  Stroke: 0 to 90° (± 5° adjustable)

ILG-D ILG-S
override 
worm gear 
operators

override 
worm gear 
operators

WGS
worm gear 
operator

Subsea quarter-turn operatorsLever arms for damper operation

Override quarter-turn operators Override quarter-turn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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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turn Products

ABLX (FM-UL) 232LX
worm gear 
operator

worm gear 
operator

방폭, 원격 위치 표시 가능한 주철 quarter-turn 기어박스.

Torque 최대 1,620 Nm (1,196 lbf.ft)까지 가능.  
4 sizes. 기어비 34:1 ~ 40:1.

• 주철 재질 

•  견고한 구조

•  Drive sleeves 분리 가능

•  IP67

•  다른 형태의 위치 표시기

•  FM/UL/APSAD 승인

방폭, 원격 위치 표시 가능한 cast aluminium quarter-turn 기어박스.

Torque 최대 500 Nm (366 lbf.ft).  
2 sizes. 기어비 37:1 ~ 45:1.

•  Shaft 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압aluminium casted 하우징

•  경량

•  부식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 가능

•  IP65

•  Drive sleeves 분리 가능

•  파우더 코팅

•  다른 형태의 위치 표시기

Quarter-tune 주철 기어박스로 방화 시스템(스프링쿨러)에 적합하고 
감시 전기회로와 연결할 수 있는 리미트 스위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UL1901 규격 및 FM1112 인증을 위한 디자인 및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Torque 최대 1,000 Nm (885 lbf.ft)까지 가능.  
5 sizes. 기어비 40:1 ~ 60:1.

• Worm gear

•  수작동

•  3 x overload capacity

•  1000 duty cycles

Worm gear quarter-turn operators Worm gear quarter-turn operators

FB
range

Worm gear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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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turn Products

Sluice gates, gate valves, globe and pinch valves 등의 전동식 
제품을 위한 multi-turn heavy-duty(캐스트 아이언) 베벨 기어 박스 
입니다.

Torque 최대 8,135 Nm (6,000 lbf.ft)까지.  
Thrust 최대 1,320 kN (296,750 lbf)까지.  
13 sizes. 기어비 1:1 ~ 120:1.

Common options for IB: 스프링 로드 온도. 여러 형태의 위치 
표시기. AWWA. 고온 및 저온 옵션. 원자력. IP68. Cast steel.

대형, 주철, 다회전 베벨 기어박스는 원자력 시설의 리니어 밸브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IEEE382 사양, 10CFR50 품질 규격 및 
containment duty 에 근거한 테스트 조건을 만족 합니다.

Torque 최대값 :  8,135 Nm (6,000 lbf.ft).  
Thrust 최대값 : 1,320 kN (296,750 lbf).  
6 sizes. 기어비 2:1 ~ 8:1.

• Ductile iron cast body

•  Viton O-rings

•  Special bearings

•  원자력 전용 구리스

Sluice gates, gate, and globe valves에 적합한 원가 절감형 수동 
베벨 기어박스 입니다.

Torque 최대값 : 8,018 Nm (5,914 lbf.ft).  
Thrust 최대값 : 1,557 kN (350,028 lbf).  
11 sizes. 기어비 : 2:1 ~ 81:1.

•  Cast iron body

•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구조

•  IP67

Options: Position indicators(위치 표시기). IP68.

Multi-turn 웜 기어 박스는 슬루이스 게이트 및 댐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Torque 최대 162,000 Nm (119,000 lbf.ft)까지 가능.  
11 sizes. 기어비40:1 ~ 5,760:1.

• 연마된 worm shaft

•  알루미늄 브론즈 worm wheel

•  Spur input reducers가 사용된 다양한 기어비

•  웜 샤프트를 지지하는 각축 베어링

•  Drive sleeves 분리 가능

Options: 정지시 필요한 Travelling nut. Lever arms. AWWA. 

IBN
range

Nuclear rated bevel gear operators

HOB/MPR
range

Bevel gear operators

IB
bevel gear operator

Motorised multi-turn gearboxes

MTW
range

Worm gear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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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turn Products

Dual Speed Input Reducer 는 회전 수를 줄이는 데 사용되며, 수동 
기어박스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시간을 감소시킵니다. F14 혹은 FA14 
input flange 가 장착 가능한 기어박스에 장착 가능.

출력 torque : 720 Nm (6,373 lbf.in). 
기어비 : 1:1 ~ 4.25:1 변경 가능.

기어박스 인풋 샤프트가 밸브 스템과 수평이 되는 것을 요구하는 
글로브 및 게이트 밸브 등의 전동식 제품을 위한 대형 multi-turn 
주철 스퍼 기어박스입니다.

Torque 최대값 : 43,386 Nm (32,000 lbf.ft).  
Thrust 최대값 : 2,900 kN (652,000 lbf).  
20 sizes. 기어비 : 1:1 ~ 360:1.

Option : 스프링 로드 온도. 여러 형태의 위치 표시기. AWWA. 고온 
및 저온 옵션. 원자력. IP68. Cast steel.

대형 multi-turn 스퍼 기어박스는 높은 토크, 쓰러스트와 대형 스템 
허용치가 요구되는 IBN 기어박스의 대안으로 대부분의 Linear 밸브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IEEE 382 사양 및 10CFR50 품질 규격 
및 containment duty 에 근거한 테스트 조건을 만족합니다.

Torque 최대값 : 43,386 Nm (32,000 lbf.ft).  
Thrust 최대값 : 2,224 kN (500,000 lbf)  
3 sizes. 기어비 : 6:1 ~ 24:1.

Multi-turn 게이트, 글로브, 수문 및 수압관 벨브의 매뉴얼 작동을 
위한 기어박스. 상하 입력 방향으로 지상과 지하 사용 가능.

Torque 최대값 15,917 Nm (11,740 lbf.ft).  
Thrust 최대값1,557 kN (350,000 lbf).  
14 sizes. 기어비 : 2.04:1 to 151.9:1.

• 완전 밀봉 기어

•  Cast iron gearcase

•  IP67

HOS/MPR
range

Spur gear operators

IS
spur gear operator

Motorised multi-turn gearboxes

ISN
range

Nuclear rated spur gear operators

range
DSIR

Dual speed gear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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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turn Products

Thrust 작동으로 변환하지 못하는 밸브의 경제적 베벨기어박스

Torque 최대값 700 Nm (516 lbf.ft). 
2 sizes. 기어비 :  2:1, 4:1.

•  Cast iron body

•  유지비용 필요 없음

•  IP67

Options: 여러형태의 위치 표시기. IP68. GOST 표준 ST CKBA 
062¬2009 "Valve Rotation & Actuator Mounting Dimensions."

듀얼 스템 수문 및 펜스탁에 사용할 수 있는 축이 두 개인 Multi-turn 
베벨 기어박스.

Torque 최대값: 8,135 Nm (6,000 lbf.ft).  
Thrust 최대값 : 1,320 kN (296,750 lbf).  
13 sizes. 기어비 : 1:1 ~ 120:1.

•  Baseplates : 덕타일 주철

•  Spur input reducer를 적용한 다양한 기어비

•  Ball 베어링에 장착된 pinions

•  IP67

Options: 모든  환경에 적합. IP68. Input shafts 90º & 180º 가능

Radial Acceptance Bevel (RAB) 은 AWWA(미국수도협회)의 
수압관이나gate 밸브에 적합합니다.

Torque 최대값 : 678 Nm (500 lbf.ft).  
Thrust 최대값 : 178 kN (40,000 lbf).  
2 sizes. 기어비 : 2:1 ~ 6:1.

•  Input reducer를 적용한 다양한 기어비

•  열 축적에 맞게 drive sleeve 분리 가능

•  측면 하중을 결딜수 있는 베어링 테이퍼 롤러

•  IP68

Options: 다양한 형태의 위치 표시기.

GOST 표준 ST CKBA 062¬2009에 적합한 기어박스.

NTBG 기어박스는 thrust없는 gate나 globe밸브를 위한 제품

Torque 최대값 : 10,000 Nm (7,376 lbf.ft).  
다양한 사이즈. 
기어비 : 2:1 ~ 120.2:1.

DSBRAB

NTB NTBG

rangerange

range range

90º version

180º version

Dual shaft bevel gear operatorsBevel gear operators

Bevel gear operators Non-thrust bevel GOS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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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질은 탄소강이며, 
완벽한 고정형으로 페인트칠 
되거나 그대로 제공됩니다.

• ¼” to 48” 밸브

• F03 - F35 Flanges - ISO 5211/ 
DIN 3337

• ASME 9 standards 용접

•  Square, key 또는 DD드라이브

•  길이 : 100 ~ 500 mm 

Options: O-ring seals, stress calculations, 
원자재 인증서.

자세한 내용은 PUB063-030 을 참고하십시오.

Locking levers - secure and tamper proof

Valve Gear Operators and Accessories

Rotork Valvekits 는 1987 년부터 밸브 및 엑추에이터 산업용 표준 
및 맞춤형 브라킷을 제조, 디자인 및 공급해 왔습니다. 1992 년에 
ISO9001 을 인증 받았습니다. Rotork Valvekits 는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납기로 다음과 같은 부품들을 제공합니다.:

•  Mounting brackets and couplings

•  연결장치

•  받침대

•  잠금장치

•  Flexible drive 기술

•  Chainwheels, 핸드휠, spring-return 핸들

•  Solenoids, switchboxes, positioners

자세한 내용은 PUB063-040을 참고하십시오.

Mounting kits
ball, butterfly and plug valve kits

Rack&pinion 및 공압식 
엑추에이터를 위한 Quarter-turn 
밸브 어댑터는 spool 및 
pedestal 유형의 설치 조립 
부품 세트로 제공 가능합니다.

이는 완벽하게 밀폐된 
아답터로 DD, 정사각형 
또는 키 가공된 
드라이브 옵션이 가능합니다.

Ball, butterfly and plug valve kits designed to 
order, precision CNC machined in stainless steel

Spool and pedestal adaptors

• Quarter-turn ball,  
butterfly valves용  
락킹 플레이트

• 기어박스와 밸브를 위한  
multi-turn 락킹 플레이트

• Interlocked valves

자세한내용은 PUB063-040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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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Accessories

밸브 및 엑츄에이터 원격 설치 및 확장 축

원격 엑츄에이터 설치는 밸브 연결 축 및 받침 어댑터를 사용해 
가능합니다. 디자인 및 제조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길이는 500mm 에서 8m 까지 가능하며, 스테인리스 강 
및 탄소강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확장 축 

•  지하 현장

•  고객 맞춤형 축 연장

•  무게 감소를 위한 용접 구조

•  위치 표시 옵션

•  수동 및 자동 드라이브에 모두 적합

Options:윤활유 사용, 외부로부터 밀폐, 아연도금, 평면 베어링 또는 
다이나믹 베어링, 회전 조인트.

원격 위치 표시기

매설 서비스 및 샤프트 연장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기계식 원격 위치 
표시기. 3sizes. 기어비: ECL1 최대 35:1, ECL2 최대 120:1, ECL3 최대 
394:1.

W100 1:1 베벨 기어박스

1:1 bevel gearbox 는 AB 및 수동 IW 1/4 series gearboxes 에 
사용되며 지하 어플리케이션에 input 샤프트 방향을 90°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 원격 위치 표시기

2 - 확장축

3 - W100 90° bevel gearbox

4 - AB880 quarter-turn  
  gearbox

4

3

2

1

Direct Mount Chain Wheels 은 핀 혹은 커플링으로 기어박스의 
input 샤프트에 직접 연결되며, 당사에서 공급되는 모든 기어박스에 
사용 가능 합니다.

• • 주철체인 휠 직경 135 ~ 330 mm (5.32 to 13 inch)

• • 체인 가이드 및 베어링은 규격품입니다.

• • 체인과 체인 휠 사슬 톱니바퀴는 DIN 766규격입니다.

• • 아연도금 및 스테인리스 스틸 체인 옵션가능

• • 내구성 향상을 위한 에폭시 코팅

Options: AISI316 chainwheel & chain, sheradisation protection, 
어플리케이션 맞춤디자인.

자세한 내용은 PUB063-038을 참고하십시오.

Rotohammer는 밸브에 도달하기 어렵거나 힘들 때 가장 졸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장비와 사람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밸브 작동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Rotohammer은 핸드휠에 맞게 4" ~ 40"로 제조 됩니다. 또한 
여러재질로 제조 가능하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 대해 보호 가능하도록 
제조 됩니다.

Rotohammer 는 또한 혁신적으로 사용자의 주문에 맞춰 제작 
가능합니다.

Rotohammer 
Chainwheels

Chainwheels

range

range

Chain wheels 과 밸브  의 확장

Remote mounting and extension spindles

Direct mount chain 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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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Accessories

Ball valves용 안전 장치 작동을 보장, Spring Return Handle (SRH) 
은 어떤 ball valve와도 장착 가능, 직접 장착하거나 mounting kit와 
같이 장착 가능.

• Ball valves와 결합하여 torque 24 또는 45.5 Nm
•  F03, F05, F07 pcds
•  직접 장착 또는 mounting kit와 같이 장착
•  유지 보수비 없음
•  스테인리스 스틸 핸들, shaft and fasteners, precision die cast 

body
•  분말 코팅

•  Butterfly, plug, ball valves 의 1/4” ~ 10”
•  높이 : 65 ~ 1,000 mm 
•  정지 및 잠금장치 재질은 stainless steel
•  모든 밸브 장착 패드에 맞게 설계
•  잠금 기능 옵션
•  Tee bar 또는 레버 작동기

Options: Environmentally sealed, oil filled, bearings,  
low cost carbon steel.

옵션의 범위와 완벽한 설계 유연성은 모든 산업에서 가장 

•  길이 최대 : 46 m

•  안전하고 편한 설치

•  Input torquer값 300 Nm까지

•  수동 및 전기작동에 적합

•  해상 및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 적합

* Uniflex-Stow 은 B.W.Elliott사에서 제품입니다.

Dead man's handle

Lagging 
Extensions

Uniflex-Stow*

Spring-return handle

Stainless steel lagging extensions

Flexible drive technology

•  직경 125 ~ 2,000 mm
•  스테인리스 스틸 or 파우더 코팅
•  키입력, 고정 또는 square drive
•  Fabricated or pressed 디자인
•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제작 가능
•  열림이나 닫힘 표시 가능

Options: 잠금 플랜지, handle, specials, 아연도금, 회전 핸들, 
평평하거나 움푹 들어가게 가능.

Stainless steel and powder coated handles

Hand 
wheels

Rotork Valvekits에는 안전하거나 위험지역의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습니다. NAMUR와 원격장착 옵션과 방폭
(Exia, Exd)의 여러재질로 제작 가능.

High performance solenoid valves

Solenoid 
valves

Indexed levers은 butterfly 밸브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각도나 
열림&닫힘 표시. 모든 잠금 및 위치표시 함께 제공. 자물쇠와 Castell 
lock 옵션 제공.

Indexed levers (notch plates)

Indexed 
le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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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k Instruments는 전세계 곳곳에 제조시설들과 
세계적 유통 및 지원 서비스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유통 및 서비스 센터는 www.rotork.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orldwide Industry and Application Experience

60 년간 축적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 
엑츄에이터 어플리케이션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otork Instruments 는 Rotork Fairchild, Young Tech, Soldo®, 
Rotork Midland, Bifold® Fluidpower, M&M International 사로부터 
정밀제어 및 밸브악세서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Isolation valves

• Pressure regulators and boosters

• Relief valves

• Pilot & manual valves

• Solenoid valves

• Field instrumentation

• Cylinders  

• Subsea solenoids

• Ancillary products

• Controls 

•  I/P Transducers

•  V/P Transducers

•  Switch boxes

•  Pneumatic positioners

•  Electronic positioners and controllers

•  Wireless valve monitoring

Rotork Instruments 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각각에 맞는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의 특정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어를 위한 제품들과 유체측정 및 
압력 측정에 필요한 제품들의 전문 
제조업체 입니다.

당사의 제품들은 정확성과 안정성이 
필수인 제약, 생물의학, 오일 & 가스 
그리고 제조 산업 내에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Precision Control and Indication

FAIRCHILD
precision pneumatic & mo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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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Control and Indication

Pneumatic Solenoid Valves

Industrial Solenoid Valves

Hydraulic Solenoid Valves

Piston Actuated Valves

316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은 방폭 지역 및 일반 산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제작 되었습니다.

•  최대 작동 압력 : 500 psi / 35 bar

•  316L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 및 전선관 플라잉 리드 및 NAMUR 
인터페이스

•  수동 리셋 및 수동 조작기 옵션

•  낮은 소비전력 버전 옵션

•  NC(Normally closed), NO(Normally open) 및 전환기능

•  작동 컴팩트 밸브 디자인 - 1/4” ~ 8” 사이즈

•  Zero pressure rated

•  Exd 방폭 옵션

•  진공 어플리케이션 적합

•  최대 작동압력 : 20,000 psi / 1,380 bar

•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  매뉴얼 리셋 및 수동작동 옵션

•  낮은 소비전력 버전 옵션

•  NC, NO 및 전환 가능

• ¾” ~ 2”사이즈

• 316 스테인리스 스틸 및 황동, 청동 재질

• 나사, 플랜지 및 클램프 연결

• NC, NO 및 양방향 옵션 가능

Solenoids

SolenoidsSolenoids

Solen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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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eumatic and Hydraulic 
Spool Valves

Hydraulic and Pneumatic Thermal, 
Check and Precision Relief Valves

Filters, Filter Regulators, Regulators, 
Flow Control, Volume Boosters and  
HIPEX Valves

•  ¼” ~ 1” 사이즈. 수동, 공압 및 솔레노이드 조작기 옵션

•  3/2 및 5/2 구성

•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 최대 유압 : 1,380 bar 

•  최대 공압 : 12 bar 

•  공압범위는 ¼" ~ 1” NPT / BSP 압력 릴리프 밸브 포함

•  압력제어는 0.8 ~ 1,200 bar

•  동작 온도 :

• Nitrile -20°C ~ +80°C  
Viton 20°C ~ +150°C

압력 감압 및 백압 포함 정밀 공압 레귤레이터 및 진공 모델.

볼륨 부스터는 드리프트 없는 설정, 저출력 처짐, 공급압력 효과 내성, 
높은 순방향 및 배기 유량, 정밀도, 감도, 빠른 응답속도, 안정성을 
포함하는 정밀 기기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  ¼” ~ 2” 사이즈

•  316L 스테인리스 스틸 및 알루미늄 재질

VDMA Pneumatic Cylinders

VDMA 공압 실린더. 복동 및 조절 가능한 실린더 VDMA 24562 및 
BS ISO 6431 규격. 프로파일 하우징 (MP range) 혹은 기존 원형 
하우징(MR range). 

•  32 mm ~ 125 mm 구경
•  포트 :  1/8” ~ ¾” BSP
•  심플 디자인
•  국제 및 유럽기준 만족
•  Magnetic piston 옵션
•  기준에 따른 고객이 요청한 스트로크 제공
•  조절 가능 에어쿠션
•  누유 없음
•  마운팅 액세서리 가능
•  고객 맞춤 디자인 가능

Precision Control and Indication

Pilot and manual valves

CylindersRelief valvese - gaseous & liquid service ranges

Pressure regulators and boo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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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ation Ball and 
Needle Valves

Pressure Transmitters

사이즈 1/4” ~ 1” NPT 압력 414 ~ 10,000 bar / 690 bar.  
중간 압력 10,000 ~ 20,000 PSI / 1,380 bar.

•  Ball 밸브:
잠재적인 누설 통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최신의 디자인.
압력범위 : 1,000 / 70 bar up to 10,000 psi / 690 bar,
1/4” ~ 2” NPT.

•  Double Block and Bleed Monoflange and Piping Valves: 
파이핑 및 인스트루먼트 밸브가 결합된 구조로 공간 및 무게 
감소, 잠재적 누설 통로 감소. Class 2500. 사이즈 1/4”, 3/8”, 9/16”, 
3/4”, 1".

• Intrinsically Safe (IS) 및 Exd ATEX & IECEx 방폭 인증

• 디지털 디스플레이 및 파이프 마운팅 옵션

•  IP67 및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  압력 : 0 ~ 2,200 bar 

•  정밀도 : 0.25%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보조 제품은 -50 °C 저온 옵션을 
포함한 가혹한 환경에 적합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 Check Valves: 
13 bar up to 11 Cv 
828 bar up to 190 lpm 
690 bar, 51 lpm velocity check

• Quick Exhaust Valves: 
Up to 12 bar pneumatic, ¼” to 2” options available 
대기 온도 범위 : -20 to +70°C

• Flow Regulators: 
최대 1" NPT 양방향 및 단방향 옵션

• Air Pressure Switches: 
Latch lock 수동 리셋 옵션 
3/2 또는 5/2 옵션 
Thermal fuses – ½” NPT 최대200 °C

Motor Pumps

• Chemical Injection Motor Pump Unit
ATEX / CE / ISO 9001: 2000 인증. 최대유량 160 l/min @ 
155 bar 및 46 l/min @ 636 bar. 잠재 유해물질 환경에 적합한 
설계.다중 피스톤 펌프는 최소 압력의 맥동을 제공합니다. 완벽한 
밀봉차단 및 환경친화적.

• Chemical Metering Hydrodrive Motor Pump Unit

• Water and Oil based fluids pump / motor pump unit

• Water Pumps and Motor Pumps Units
기반 유체를 위한 유압 펌프 
316 스테인리스 스틸 외부 구성품.

 Type TW :
고압– 최대 1,000 bar.
기본 버전 - intermittent operation.
수냉각 버전 - continuous operation.

 Type SW :
제한적 전원 시– 0.5 to 0.75 kW. 24 VDC 모터.
최대 압력 : 690 bar.

• Water Glycol Pumps and Motor Pump Units 
Type XW 최대 1,040 bar.

• Oil Pumps – Type MPU / M / S / XH 최대690 bar.  
특수 고압 버전 최대 1,000 bar.

Precision Control and Indication

Field instrumentation

Ancillaries

Instrument Pumps

Field instr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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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eumatic Positioners

Electro-Pneumatic Transducers

Limit Switchboxes and Sensors

Electronic Controls

공압식 포지셔너 YT-1200, YT-1200L 시리즈는 시스템 혹은 
컨트롤러로부터 3~5 psi 공압신호를 입력 받아 공압식 컨트롤밸브의 
개도를 정밀하게 제어해주는 장치입니다.

•  고진동, 고온 등  극한 환경에서 작동 가능

•  최소 2백만회의 내구성 테스트

•  정확하고 신속한 응답속도

•  간단한 부품교환과 조작만으로 1/2 split range 사용가능

•  공기 소모량이 적어 경제성이 높음

•  간단한 정/역 변환조작

•  간단한 Zero, Span 조절 

•  Feedback connection 이 쉬움

I/P, E/P, D/P & P/I 등 광범위한 In/Out 이 가능하며 정확하고 
Compact 한 모델. FM, CSA, ATEX or IECEx 승인되었으며 0.15% 
정확도를 유지하고 비례압력조절이 가능한 전기-공압 transducers.

•  정확성: As low as + 0.15% full scale

•  반복성: As low as + 0.1% full scale

•  최대 공급 압력: 1,380 kPa (200 psi)

•  최대 출력 압력: 1,050 kPa (150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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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프 크기 NPT: ¼” to 1”

•  일반용도 및 본질안전(IS) 등급 스위치 박스
폴리머,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스틸 NEMA 
4/4X(IP65)등급 외함

• 내압방폭 등급 스위치 박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외함 
Certification options: 
UL, ATEX, INMETRO, CCOE, GOST, IECex, SIL

•  솔레노이드 밸브 내장형 스위치 박스
알루미늄 외함 – NEMA 4/4X (IP65) 
AS-i 인터페이스 혹은 DeviceNet 가능

•  BOLT근접 센서 
Linear 및 Rotary 밸브 및 엑츄에이터의 위치를 원격에서 전기로 
표시할 수 있는 나사산/비접점 방식의 스위치.

 

내압 방폭 (Ex) 및 본질 안전 (IS) 등급 보유 – 전기, 유압 엑츄에이터 
제어 가능:

•  HART 프로토콜

•  원격 제어 옵션

•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옵션

•  Zone 0, 1 & 2 위험 지역 공급가능

Precision Control and Indication

Controls

ControlsControls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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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a Valves  
and Controls

Wireless Valve Monitoring Pneumatic and Hydraulic 
Manifolds

Freight Rail Wagon  
Door Systems

셔틀 밸브 – 최대 690 bar
Pilot Operated Valves – Ball seated and slide up to 1,035 bar  
Pilot operated valves (Shear plane sealing) – 최대 690 bar 
Solenoid Valves – 최대690 bar
Special Valve products
Control pod products
•  바다속에서 작동 가능한 밸브3,000 m / 1,035 bar / -40 ~ +121 °C
•  폭넓은 인증검사 테스트
•  100만회 작동 가능
•  작동매체로서 해수 옵션
•  NAS 1638 Class 12
•  Leakage 0 ~ 0.2 cc/min
•  18 ~ 28 VDC, 15 Watt

소형 매니폴드

AXIS스태커 매니폴드

유압 매니폴드

•  최대200 l/min (45 gpm)의 높은 유압에서 사용가능

•  316L 스테인리스 스틸

•  ¼”, 3/8”, ½”, & 1” thread milled NPT

•  가격과 무게는 절감, 성능은 향상

Photo credit: Drax Biomass

Precision Control and Indication

•  자동 전원 센서

•  무선 이중화 메쉬 네트워크

•  휴대용configurators

•  SCADA/PLC/DCS 인터페이스

Controls

SubseaControls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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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upport and Site Services

Rotork엑츄에이터는 가장 까다로운 에플리케이션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힘들게 
얻은 선두자리를 지키기 위해 Rotork Site Services는 
고객님들의 불만족을 해결하고, 고장없는 작동 및 작동 
수명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립 운영 및 전세계 서비스 센터를 통해 당사는 모든 고객에게 당일 
또는 익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 공장에서 기본적인 
다양한 기술과 전문적으로 에플리케이션의 기술을 훈련받은 
엔지니어들은 예비부품 및 전문 테스트 장비를 가지고 다니며 작업을 
수행합니다. 본사의 작업은 ISO9001에 따라 설립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Rotork Site Services고장진단, 서비스 수리, 예약된 유지 보수 및 
시스템 통합 요구를 만족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ww.rotork.com 을 방문하여 가장 가까이에 있는Rotork Site 
Services센터를 찾아보세요.

Rotork은 flow control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공장 작업 효율을 
증가 시키고 유지비용을 줄여줍니다.

워크숍 서비스는 새로운 상태의 
장비로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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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upport and Site Services

Global Service and Support

Rotork는 신속하고 엄격한 고객의 현장 서비스의 가치를 
이해하고, 높은 품질, 혁신적인 제품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flow control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순간마다

고객이 현장서비스를 요구하든, 맞춤 서비스를 요구하든 또는 
새로운 엑츄에이터 설치를 요구하든지간에 당사는 가장 빠르게 공장 
중단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인증서와 보증

Rotork Site Service는 고객에게 안심과 마음의 평안을 제공하는 
것을 세계 곳곳의 주요 안전 당국과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Rotork의 엔지니어링 팀은 설계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전문가들입니다.그들의 지식은 이전 설치 했던 것과 세계 
각국의 환경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당사의 엔지니어의 실적은 뛰어납니다. Rotork는 설계 설치,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유틸리티 및 산업 기업에 의해 신뢰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고객님의 수익성에 도움을 주고자 최대 효율로 
공장을 작동하게끔 유지하고 동시에 모든것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켰습니다.

당사는 설계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기준이나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설치 및 서비스를 자지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Rotork는 물리적 자산의 수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산관리 연구소의 멤버입니다.

엑츄에이터 작업장 점검

•  모든 Rotork제품과 Rotork 아닌 제품까지 지원 

•  Torque 테스트 및 재 코팅을 포함한 작업장

•  모든 작업장에서 OEM의 재고

•  경험이 많고 능숙한 서비스 엔지니어

•  잘 갖춰진 서비스 차량 

•  엑츄에이터 시설 대여

현장 지원

•  교체 작업

•  시운전

•  업그레이드

•  고장 진단

•  유지보수

•  Call-out

•  설비를 갖춘 서비스 차량

Rotork 고객 지원 프로그램(CSP, Client Support Programme)

•  고객의 자산관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 가능

•  신뢰성과 뛰어난 내구성의 엑츄에이터– 이것을 통해 생산 
처리량의 향상

•  1년의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도록 설계

•  고객이 유지 보수 작업의 “예산과 위험”의 문제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

•  유연성있는 디자인 – 고객이 원하는 커버의 수준을 선택

•  서비스 보고서에는 비용 절약과 성능 향상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Turnaround, Shutdown and Outage Support

•  예방 유지보수

•  전체 현장 점검 및 테스트 시설

•  OEM 예비부품 및 지원

•  Rotork가 아닌 제품도 지원

•  셧다운 기간에 맞춘 시운전 지원

•  고객의 공장 점검기간에 맞추어 프로젝트 관리 및 감독

밸브 자동화 센터

•  On Site – 수동 밸브 자동화

•  On Site – 엑츄에이터 교체

•  Off Site – 새로운 밸브 자동화

Giving You Peace of Mind,  
Guaranteed Quality and  

Improving Your Sit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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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ll listing of our worldwide sales and 
service network is available on our website.

As part of a process of on-going product development, Rotork reserves the right to amend and change 
specifications without prior notice. Published data may be subject to change. For the very latest version 
re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rotork.com

The name Rotork is a registered trademark. Rotork recognises all registered trademarks. The Bluetooth® 
word mark and logos are registered trademarks owned by Bluetooth SIG, Inc. and any use of such marks 
by Rotork is under license. Published and produced in the UK by Rotork Controls Limited. POWTC0117

Rotork is a corporate 
member of the Institute 
of Asset Management

로토크 콘트롤즈 코리아(주)
Rotork Controls Korea

tel +82 (0)31 768 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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