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70i, M80i
청정유체용 볼밸브

청정유체용 볼밸브

청정유체용 볼밸브에 대하여
고순도 응용처에서는 시스템, 제품 성능 및 설계 측면에서 최고 품질의 설비가 요구된다.
스파이렉스사코와 함께 한다면 실현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스파이렉스사코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만족시킬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한다.
스파이렉스사코의 청정유체용 볼밸브는 시스템의 무결점, 제품의 품질 및 관련 서류 등이
매우 중요한 고순도 응용처에 적용되는 총괄 제품군의 일부에 해당한다.
M70i와 M80i는 316L 스텐레스강 재질의 볼밸브이며, 박테리아와 유체 침전물 등이
생산제품의 품질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식음료 등과 기타
고순도 산업에 적용되는 ASME BPE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었다.
고순도 산업의 여건 상 관련 서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질성적서
(MTR’
s : material test reports)와 규정 관련 인증서가 표준으로 제공된다.

산업 및 응용처
바이오
제약
반도체
식품 및 유가공
양조 및 음료
화장품
순수증기
청정증기
CIP/ SIP
청정가스
고순도 물
공정유체

제품의 공급 범위
모델

몸체 재질

밸브 구경

FDA와 USP
class VI 씰

잠금가능
핸들

M70i

단조
316L

½″~2″
(2½″~4″는
특별주문에 의해
공급 가능)

표준 제공

표준 제공

M80i

주조
316L

2½″~4″

표준 제공

표준 제공

표면마감

표준
기계연마 : 0.5 마이크론 Ra(20 마이크로 인치)
옵션
전해연마 : 0.375 마이크론 Ra(15 마이크로 인치)
표준
전해연마 : 0.375 마이크론 Ra(15 마이크로 인치)

구동 관련 사항 : 구동기가 필요한 곳에는 스파이렉스사코의 BVA200 시리즈 공압식 구동기와 LSB 타입 리미트 스위치를 M70i
와 M80i에 장착하여 공급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스파이렉스사코에 문의 바람.

주요 특징과 장점
주요 특징

주요 원인

주요 장점

트루 포트(true port)
디자인

밸브 내경이 연결되는 튜브 내경과
정확하게 일치함–잠재적인 사각 지
대를 제거함

자가 드레인 촉진–유체가 고일 수 있
는 공간을 제거하여 잠재적인 오염 가
능성을 없앰

추적 가능한 무결점
재질

M70i와 M80i 모두 고품질 316L 스텐
레스강으로 제작되며, 표준으로 페라
이트 함량이 낮게 조절됨
(M70i : 1% 미만, M80i : 3% 미만)

시스템의 무결점을 보장하며, 적화의
위험성을 줄임

튜브 용접식 연결구의 탄젠트 길이
궤도 용접
(orbital welding) 설계 는 ASME BPE 규정을 따름

밸브를 분해하지 않고도 자동 궤도 용
접을 가능하게 함

재질의 성분(0.005%~0.017%의 낮
은 황 함량) 또한 ASME BPE 규정을
따름

일관성있고 완전한 투과 용접
(penetrated welding)을 가능하게 함

ISO 5211 마운팅
패드가 표준으로
제공됨

구동기, 리미트 스위치, 연장 핸들
등의 설치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음

국제 표준을 따름으로써 일관성 있고
간단한 설치가 가능함

우수한 씰링(sealing)

고온용 Dyneon TFMTM 시트와 cavity
filler가 표준으로 공급됨

지속적인 스팀 공급에 알맞음

안전한 보호 포장

M70i와 M80i는 격리된 클린룸에서
마감되고 포장됨. 각각의 밸브는
ASME BPE 규정에 따라 연결구에 캡
을 씌우고 비닐 백으로 밀봉됨

제품이 외부 오염 없이 최상의 상태로
납품되는 것을 보장함

스파이렉스사코의
고순도 제품군의
일부에 해당

M70i와 M80i는 단지 청정증기와 순
수증기용으로 특별히 개발된 총괄
제품군의 한 부분임

고객의 청정증기 및 고순도 제품 관련
요구에 대하여 하나의 업체로부터 공
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Cavity filler는 볼 주위의 갈라진 틈을
제거함으로써 유체가 고이고 박테리
아가 번식할 수 없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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