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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ing the World Flowing

리니어 액츄에이터 

LP/LH 시리즈 

공압 및 유압식 리니어 밸브 
액츄에이터 

Rotork Fluid System 의 다양한 공압 및 유압 리니어 
액츄에이터는 모든 크기의 슬라이딩 스템 밸브와 제조 
장치를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입증 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으로 혹독한 환경에도 작동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회사 설립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Rotork는  세계적으로 오일, 
가스, 수도 및 폐수 처리 산업 분야의 밸브 및 댐퍼 자동화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전동 기술 분야에서 확고한 리더로서, Rotork는 운영의 매 순간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은 훌륭한 인력입니다. 
– 뛰어난 기술자, 미래지향적인 엔지니어, 테크니션 그리고 
영업직원들은 Rotork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여러 개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우수센터를 통해 유압 시스템에서부터 가장 
정교하면서도 간단한 제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솔루션 및 설계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작동 및 안전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대해서 Rotork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설계, 제조, 설치 그리고 유지 보수 및 
서비스 지원에 이르기까지 고객과 함께 작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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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ing the World Flowing

작동 압력 :  공압 더블액팅 : 1,800,000 N (404,656 lbs)  
  공압 스프링 리턴 : 400,000 (89,925 lbs)

최대 Thrust:  공압 더블액팅 : 1,800,000 N (404,656 lbs) 

  공압 스프링 리턴 : 400,000 (89,925 lbs)

  유압 더블액팅 : 5,500,000 N (1,236,450 lbs) 

  유압 스플링 리턴 : 400,000 N (89,925 lbs) 

온도 범위 : 

 기본 :  -30 ~ 100 ℃ (-22 ~ 212 ℉) 

 고온 옵션 :  -20 ~ 160 ℃  (-4 ~ 320 ℉)

 저온 옵션 :  -40 ~ 160 ℃  (-40 ~ 320 ℉)

 초 저온 옵션 :  -60 ~ 160 ℃  (-76 ~ 320 ℉)

구동 옵션 

신뢰할 수 있는 수동 장치는 많은 밸브/액츄에이터 어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Rotork Fluid Systems에는 거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는 핸드 휠 잭 스크류, 유압 
핸드 펌프, 기어박스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키 디자인 특징

• 싱글 및 더블 액팅의 탄소강 실린더, 무 전류 니켈 도금으로 표면 
거칠기를 줄이고 최소 마찰 및 부식 방지 제공.

• PTFE / 고무 씰과 함께 탄소강 피스톤으로 마찰을 줄이고, 
오랜기간동안 작동하지 않은 후에도 스틱 슬립효과를 피할  수 
있음.

• 부식을 방지하고 다이나믹 씰에서의 미끄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강, 크롬 도금 피스톤로드 사용.

• 액츄에이터 / 밸브의 위치를 보여주는 스템과 직접 연결된 밸브 
위치 표시기. 

• 완전히 밀폐된 카본 스틸 스프링 카트리지는 추가적인 외장 기능이 
있어 스프링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부상 방지.

• 밸브 플랜지에 맞게 가공된 플랜지를 갖고있는 open형 카본스틸 
어댑터. 

• 액츄에이터는 요청시 핸드 휠 또는 유압식 수동버튼을 장착 가능. 

리니어 액츄에이터 

Rotork Fluid Systems 은 모든 밸브 크기에 적합한 더블액팅 및 
스프링리턴 타입의 공압 및 유압 액츄에이터를 제조합니다. 이 
제품들은 각 용도에 맞게 특별히 크기가 지정됩니다.

www.rotork.com 에서 밸브 구동 제품에 대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ydraulic double-acting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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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er blow effect coupling

Pneumatic spring-return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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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커플링

로토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리니어 액츄에이터에는 
액츄에이터의 피스톤로드와 밸브 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탄소강, 
니켈도금 커플링이 포함됩니다. 커플링은 피스톤로드에 맞게 가공되어 
공급됩니다. 반대쪽 끝은 밸브 스템 배열에 맞게 다른기계로 가공해야 
합니다. 

요청시  별도로 선택한 커플링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밸브와의 
해체를 용이하게 해주는 “hammer blow”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ITEM DESCRIPTION MATERIAL QTY. 

 1 Adaptor Carbon Steel 1

 2 Piston Rod Alloy Steel (chromium-plated) 1

 3 Head Flange Carbon Steel 1

 4 Spacer Carbon Steel 1

 5 O-ring Buna-N 1

 6 Sliding Ring PTFE 1

 7 Piston Carbon Steel 1

 8 Cylinder Tube Carbon Steel (nickel-plated) 1

 9 Spring Container Carbon Steel 1

 10 Spring Retaining Assembly Carbon Steel 1

 11 Spring Spring Steel 1

 12 Spring Guide Plate Carbon Steel 1

 13 Tie Rod Alloy Steel Varies

 14 Bottom Flange Carbon Steel 1

 15 O-ring Buna-N 1

 16 Breather Sintered Bronze 1

 17 O-ring Buna-N 1

 18 Spring Pin Spring Steel Varies

 19 O-ring Buna-N 1

 20 O-ring Buna-N 1

 21 O-ring Buna-N 1

 22 Seal Buna-N/PTFE/Graphite 1

 23 Shaft Bushing Steel/Bronze/PTFE 1

 24 Flange Bushing Carbon Steel 1

 25 Seal PTFE/Buna-N 1

 26 O-ring Buna-N 1

 27 O-ring Buna-N 1

 28 Seal Buna-N/PTFE/Bronze 2

 29 O-ring Buna-N 1

 30 Back-up Ring PTFE 1

 31 O-ring Buna-N 1

 32 O-ring Buna-N 1

 33 Back-up Ring PTFE 1

 34 Sliding Ring PTFE 2

 35 Seal Buna-N/PTFE/Bronze 1

 36 O-ring Buna-N 1

 37 Back-up Ring PTFE 1

 38 O-ring Buna-N 1

리니어 액츄에이터 

LP/LH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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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ly F501E. All Rotork Fluid Systems actuators are manufactured under a third party 
accredited ISO9001 quality assurance programme. As we are continually developing our 
products, their desig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The name Rotork is a registered trademark. Rotork recognises all registered trademarks. 
Published and produced in the UK by Rotork Fluid Systems. POWTG0118

Gearboxes and Gear Operators

Precision Control Instruments

Projects, Services and Retrofit

Electric Actuators and Control Systems

Fluid Power Actuators and Control Systems

Rotork are corporate 
members of the Institute 
of Asset Management

www.rotork.com

A full listing of our worldwide 
sales and service network is 
available on our website.

Corporate Headquarters
Rotork plc
tel +44 (0)1225 733200
fax +44 (0)1225 333467
email mail@rotork.com

로토크 콘트롤즈 코리아㈜
Rotork Controls Korea
tel +82(0)31 768 8151
fax +82(0)31 768 8156

리니어 액츄에이터 

LP/LH 시리즈 

완벽한 제어 솔루션 

로토크는 on/off, 모듈레이팅 또는 ESD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유형의 유체 동력 시스템의 설계 및 
조립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는 판넬 또는 
캐비닛에 장착할 수 있으며 액츄에이터 또는 원격 조정실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리미트 스위치 하우징, 급 배기 밸브, 공압 및 
유압 매니폴드, 셔틀 밸브, 라인 브레이크 안전 시스템, 토크 제한 장치 
및 부분 스트로크 솔루션을 비롯하여 모든 주요 산업 공급 업체의 
부품뿐만 아니라 자체 설계의 부품도 제공합니다.

방화 시스템

Rotork Fluid Systems의 액츄에이터와 콘트롤 시스템은 화재 및 
매우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 견딜 수 있게 설계 되었습니다. 보호 
자켓, 팽창성 코팅 및 단단한 인클로져 시스템이 포함된 다양한 내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시스템은 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고유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견고한 인클로져 시스템은 
최대 120분 동안 1,200℃ (2,192 ℉)의 보호 수준을 제공하며, 기존 
액츄에이터 설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제품종류

Rotork Fluid Systems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유체 동력 밸브 
액츄에이터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저압 및 고압의 공압 액츄에이터, 
유압 및 전기-유압 액츄에이터를 포함합니다. 스카치 요크, 리니어 및 
랙 앤 피니언 형식의 더블액팅 및 스프링리턴 타입의 액츄에이터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저 및 원자력 응용분야를 위한 특수 제작 
액츄에이터 및 스윙체크 밸브용 유압댐퍼, 수동/ 유압 동력 핸드휠 
및 SVM 스마트 밸브 모니터링 시스템 (포괄적이고 비 침투성 
밸브/액츄에이터의 partial stroke test와 성능 모니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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