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바깥나사게이트밸브 (OS&Y)         KOREA /수입 주철안나사게이트밸브 (NRS) KOREA /수입

주철글로브밸브 KOREA /수입

주철해머리스체크밸브 (KS) KOREA /수입

Valve & Joint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음용수용 에폭시 도장은음용수용 에폭시 도장은

주철해머리스체크밸브

주철스윙체크밸브 (0.98 MPa)

700A까지 주문생산임



Valve & Joint

웨이퍼형고무붙이버터플라이밸브 (10K)    KOREA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웨이퍼형고무붙이버터플라이밸브 (16K/20K)   KOREA

웨이퍼형고무붙이버터플라이밸브 (10K)     

주강메탈시트버터플라이밸브

WSBL-10

WSBG-10
WSBG-16/20

WSBL-16/20

WBL-10

WBG-10

이외 규격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이외 규격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플랜지형버터플라이밸브 (10K)     

- 익스텐션, 체인식, 전동식 버터플라이밸브의 경우
주문생산이 가능하오니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전동, 전자, 공압, 유압을 이용한 콘트롤 밸브의 경우
주문생산이 가능하오니 별도문의 바랍니다.

웨이퍼형고무붙이버터플라이밸브 (16K)

WBL-16

WBG-16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주철스트레이너

덕타일볼밸브 (0.98 MPa) 주철후드밸브 (0.98 MPa)

주철 워터해머흡수기 (Gas Type)

SPRING

워터해머흡수기 (Spring Type) KOREA   

음용수용 에폭시 도장은

주철1MPa Y형증기여과기 KOREA /수입

음용수용 에폭시 도장은
350A이상은 주문생산임

WST-2

WST-3

Valve & Joint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덕타일스트레이너 (1.96 MPa) 덕타일해머리스체크밸브 (1.96 MPa)           

음용수용 에폭시 도장은

주강바깥나사게이트밸브(1.96 MPa / 0.98 MPa)KOREA /수입

음용수용 에폭시 도장은

주강스윙체크밸브 (1.96 MPa / 0.98 MPa) 주강글로브밸브 (1.96 MPa / 0.98 MPa)    

음용수용 에폭시 도장은

듀얼체크밸브 (0.98MPa/1.57 MPa)    

350A까지 주문생산임

350A까지 주문생산임

WBHS-20G
WBST-2S

Valve & Joint

350A까지 주문생산임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주강볼밸브

스테인리스플랜지형볼밸브 (0.98 MPa)-KS / 非KS

스테인리스버터플라이밸브

스테인리스나사형볼밸브 (1.96MPa)

WBB-1FG

WBB-1FL

WSB-1FL

WSB-1FG

스테인리스게이트밸브 (0.98 MPa)- F.T Type 스테인리스게이트밸브 (0.98 MPa)- B.B Type

350A까지 주문생산임

WSBG-1

WSBL-1

Valve & Joint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스테인리스스윙체크밸브- B.B Type스테인리스스윙체크밸브- F.T Type

스테인리스글로브밸브 (0.98 MPa)-Screwed Type스테인리스글로브밸브 (0.98 MPa)-B.B Type

스테인리스게이트밸브 (0.98 MPa)-Screwed Type 스테인리스글로브밸브 (0.98 MPa) -F.T Type

350A까지 주문생산임

350A까지 주문생산임

Valve & Joint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스테인리스스트레이너- B.B Type스테인리스스트레이너- F.T Type          

스테인리스스윙체크밸브 - Screwed Type

스테인리스판체크밸브 (0.98 MPa)        

스테인리스해머리스체크밸브 (0.98MPa)

WPSC-10

WPSC-10S

스테인리스후드밸브 (0.98MPa)     

350A까지 주문생산임

350A까지 주문생산임

Valve & Joint



스테인리스사방형볼밸브

스테인리스나사형볼밸브 (0.98 MPa)-1PCS, 3PCS

스테인리스삼방형볼밸브-T형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스테인리스스트레이너-Screwed Type

SPRINGSPRING

스테인리스워터해머흡수기 (Spring Type)    KOREA 

이외 규격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WSB-1SP

WSB-3SP

이외 규격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Valve & Joint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단조게이트밸브- Screwed, Socket Weld, Flanged

단조글로브밸브- Screwed, Socket Weld, Flanged

단조체크밸브 (Swing, Lift) -Screwed,Socket Weld,Flanged

Valve & Joint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스테인리스단조게이트밸브- Screwed,Socket Weld,Flanged

스테인리스단조글로브밸브- Screwed,Socket Weld,Flanged

스테인리스단조체크밸브 (Swing,Lift)-Screwed,Socket Weld,Flanged

Valve & Joint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보온용나사형볼밸브 (0.98 MPa)           황동나사형볼밸브 (0.98 MPa)

Valve & Joint

물용자동공기배출밸브 KOREA

구조도

냉/온수온수

세대별급수용감압밸브 KOREA

직동식

수도용소프트실제수밸브 자동정유량조절밸브 KOREA

이외 규격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스테인리스플랜지 (SLIP-ON) KOREA 스테인리스맹플랜지 (BLIND) KOREA

Valve & Joint

철플랜지 (SLIP-ON) 철맹플랜지 (BLIND)

스테인리스플랜지 (SLIP-ON) 스테인리스맹플랜지 (BLIND)



강관용익스팬션조인트 (0.98MPa) -단식 KOREA 강관용익스팬션조인트 (0.98MPa) -복식 KOREA

동관용익스팬션조인트 (0.98MPa) -단식 KOREA 동관용익스팬션조인트 (0.98MPa) -복식 KOREA

스테인리스익스팬션조인트(0.98MPa)-단식 KOREA 스테인리스익스팬션조인트 (0.98MPa)-복식 KOREA

B형WSJ-10S B형WSJ-10D

A형WSJ-A10DA형WSJ-A10S

A형WCJ-A10S

B형WCJ-10S B형WCJ-10D

A형WCJ-A10D

A형WJS-A10D

B형WJS-10DB형WJS-10S

A형WJS-A10S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Valve & Joint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타이로드펌프컨넥터- 0.98MPa/1.96MPa

고무벨로우즈펌프컨넥터(타이로드형) - 0.98MPa

후렉시블메탈조인트(플랜지형) - 0.98MPa/1.96MPa 후렉시블메탈조인트유니온형 (STS) - 0.98MPa

고무펌프컨넥터 (단구형 / 쌍구형) -0.98MP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자유형익스팬션조인트- 0.5MPa KOREA

WRO-10단구형

WRT-10쌍구형

Valve & Joint



본제품의규격및사양은성능개선을위해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Valve & Joint

프리액션밸브

소방용버터플라이밸브 (러그형)

구조도

구조도

알람밸브

구조도

일체형알람밸브의경우는

기타추가되는부속품은별도문의바랍니다.

싸이트글래스(표준형), 러그버터플라이밸브기본제공

과압방지장치부착가능
소방용버터플라이밸브 (그루브형)

소방용게이트밸브 (플랜지형)

소방용밸브의경우,

품질향상을위해 추가로 형식변경이될수있습니다.

별도의소방카다록을참조하시면더많은자료를

확인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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