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R 옵션
시리즈 온도 범위

E4SM 밸브 크기: 1/4”

-67°F ~ 149°F (-55°C ~ 65°C)솔레노이드 작동식: C-316 
(3방향 및 4방향), E4.  
크기: 1/4”

파일럿 작동식: C-316  
(3방향 및 4방향) 크기: 1/4”

-67°F ~ 200°F (-55°C ~ 93°C)

솔레노이드 작동식: V-316 
(3방향 및 4방향), E4.  
크기: 1/4”

-67°F ~ 149°F (-55°C ~ 65°C)

파일럿 작동식: V-316  
(3방향 및 4방향). 크기: 1/4”

-67°F ~ 200°F (-55°C ~ 93°C)ARF*-3***-316-PLR, 
ARF*-5***-316-Plr & 
ARF*-7***-316-PLR, 크기:  
1/4” ~ 1”Size: 1/4” to 1”

-44 옵션
시리즈 온도 범위

ESM, E5SM AND EZ VALVES -65°F (-54°C) ~ 솔레노이드 
유형의 최대값

솔레노이드 작동식: E4SM, B-316, C5, 
C5 NAMUR, C7, C-316, V, & V-316 밸브.

-40°F (-40°C) - 솔레노이드 
유형의 최대값

수동식: B, B-316, C5, C5 NAMUR, 
C7, C-316, K6.5, T, V & V-316 밸브, 
SVLP. 조정기 (필터) 어셈블리 ARFA, 
ARNA & ANFA

-20°F ~ 200°F (-29°C ~ 93°C)

파일럿 작동식: B-316, C5, C5 NAMUR, 
C7, C-316, V 및 V-316 밸브 -55°F ~ 200°F (-48°C ~ 93°C)

부속품: FCV-3, FCV-5 & FCV-7
-40°F ~ 194°F (-40°C ~ 90°C)

D-316 시리즈 밸브
부속품: 압력 센서 -31°F ~ 200°F (-35°C ~ 93°C)

수십 년간 Versa Valves는 저온용 밸브 및 필터/조정기에 당사의 인기 있는 “-44” 저온 옵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옵션은 
-40°F ~ 200°F (-40°C ~ 93.3°C)의 넓은 온도 범위를 제공합니
다.저온 옵션
“-44” 옵션에는 몇 가지 저온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탄성중합체: 이 옵션에는 가장 까다로운 저온
환경에서 장시간 누설 없는 성능을 보이면서
회복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저온 부나(Buna)
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윤활: 저온 옵션에는 MOLYKOTE® 33, 극저온
윤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극저온 윤활은
고온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이는 수년간 신뢰성
높은 시프팅을 보장하므로 걱정이 없습니다.

“-44”에 있는 표준 옵션은 아닐지라도 Versa 는 밸브의 
복귀력을 높이기 위해 충전물 없는 강력 스프링 “-S” 
옵션을 제공합니다. “실세계 신뢰성”을 더 높이려면 Versa
의 “동력 변속(Power Shift)” 및 “침투 방지(Ingress 
Protection)” -DD/-DG 옵션을 고려하십시오.
극지 온도 옵션
C-316, E4, V-316 스테인레스 계열 밸브 및 AR 필터/조정기에 대한 -PLR 극지 온도 옵션은 -67°F (-55°C)의 극한 온도
정격을 가지며,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확실하게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 탄성중합체: 니트릴/불소실리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극지 옵션이 있는 밸브의 내부 씰은 극저온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윤활: 저온 옵션에는 MOLYKOTE® 55가 포함되며, 이것의 사용 온도 범위는 -85°F ~ +347°F (-65°C ~ +175°C)로
넓습니다. 극저온 윤활은 고온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 솔레노이드 통기구 습기/먼지 차단기, -D14에는 불소실리콘 씰이 갖추어져 있어 비통전 상태에서도 최대 배기 유동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시스템 기능성을 보장하면서도 극저온에서 실세계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저온 옵션
실 세 계  신 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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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저온

-PLR
극지용

옵션 솔레노이드 
작동식, 직동
-65°F까지 E 시리즈

솔레노이드 작동식, 직동
-67°F까지
E4 시리즈 1/4”

솔레노이드, 파일럿 작동식
-67°F까지:
C-316 시리즈, E4
솔레노이드 포함
1/4”. 3방향 및 4방향

솔레노이드, 파일럿 작동식
-67°F까지:
V-316 시리즈, E4 솔레노이드
포함 1/4”. 3방향 및 4방향

필터/조정기
-67°F까지:
AR 시리즈,
1/4” ~ 1” 필터/조정기

파일럿 작동식
-67°F까지:
V-316 시리즈,
1/4”, 3방향 및 4방향

솔레노이드, 파일럿 작동식
-40°F까지: B-316, C,
C-316, V & V-316 시리즈

수동식
-20°F까지: B-316, C, C-316,
V, & V-316 시리즈. FR의
ARFA, ARNA & ANFA.

파일럿 작동식
-55°F까지: B-316, C,
C-316, V, & V-316
시리즈;

솔레노이드, 직접 작동식
-40°F까지: D-316 시리즈;

부속품
-55°F까지: FCV 시리즈

부속품
-31°F까지: 압력 센서

저온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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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a Products Company, Inc., 22 Spring Valley Rd., Paramus, NJ 07652 USA (미국) 전화: (201) 843-2400 팩스: (201) 843-2931 
Versa BV, Prins Willem Alexanderlaan 1427, 7312 GB Apeldoor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전화: +31-55-368-1900

팩스: +31-55-368-1909 이메일: sales@versa-valves.com www.versa-valv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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