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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내파 위험 최소화
Alfa Laval SB 진공 방지 밸브

.

개념
진공 방지 밸브는 진공에 노출되는 탱크의 내파 위험을 최소화하

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 비우는 도중, 고온 세정 후 냉각 헹굼

또는 CO2 대기에서 부식성 세정 진공 방지 밸브는 모든 폐쇄

탱크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
탱크 설계 데이터에 해당하는 개별 개방 진공으로 용접하여 진공

방지 밸브를 균형추로 설정 및 잠그십시오. 탱크 내 진공이 사전

설정 개방값 미만인 경우 밸브가 열리고 대기가 유입됩니다.

기술 자료

정상

크기

개방 압력

범위(ΔP)

허용

압력 PS
100 mm 50 - 500 mmH2O 6bar
150 mm 25 - 500 mmH2O 6bar
200 mm 25 - 500 mmH2O 6bar
250 mm 25 - 300 mmH2O 4bar
300 mm 25 - 500 mmH2O 4bar
400 mm 25 - 100 mmH2O 4bar

물리적 데이터

재질
제품 접촉 철재 부품: 3.1 인증 EN 1.4404(AISI 316L)

제품 접촉 철재 표면: 표면 조도 Ra<0.8µ m

제품 접촉 씰: EPDM

제품 접촉 폴리머: PEEK

기타 철재 부품: EN 1.4307(AISI 304L)



기본 설계
진공 방지 밸브는 다음의 두 가지 모델이 제공됩니다.

• SCANDI BREW® 탱크 탑 시스템 통합 모델

• 자체 카운터 플랜지 장착 모델
PED 97/23/유럽 연합 EC 준수.

Fluida

II
비위험 유체

통합 진공 방지 밸브는 낮은 초기 비용, 월등한 위생성 및 시트

밸브 장착에 필요한 작은 공간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진공 방지 밸브의 크기 및 설정은 탱크 진공 등급, 최대 비움 속

도, 세정 절차 및 가공 요구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진공 방지 밸

브는 위생적이고 견고한 설계로 제작됩니다. 가열 부품은 0도

이하 온도에 노출되는 밸브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정 절차에 고온 세정이 포함되는 경우 찬물을 분사했을 때

나타나는 진공으로 내파하지 않는 밸브 치수를 선택해야 한다

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진공 방지 밸브는 수평으로 위치해야 합니다. 최대 경사 최

대 허용 경사는 5Δ이지만 레버 암은 원통 원뿔형 탱크 상부

중심을 향해야 합니다.

CIP(Cleaning In Place; 화학순환세정기)
진공 방지 밸브는 폐쇄 위치에 있을 때 탱크 세정 헤드로 세정

되지만 밸브 시트는 세정되지 않습니다.

세정 사이클 시, 밸브 시트도 세정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이 있습니다.

CIP Kit 1 - 강제 오프너, 스플래시 가드

탱크 CIF 동안 밸브가 강제 개방됩니다. 밸브 시트의 세정 여부는

탱크 세정 헤드의 세정 제트에 따라 다릅니다. 탱크에서 유출되

는 모든 CIP액은 스플래시 가드를 통해 탱크로 다시 유입됩니다.

CIP Kit 2 - 강제 오프너, 스플래시 가드, CIP 노증, CIP 폐쇄 밸브

탱크 CIF 동안 밸브가 강제 개방됩니다. 밸브 시트는 CIP 노즐

로 세정됩니다. CIP 노즐에서 유출되는 모든 CIP액은 스플래

시 가드를 통해 탱크로 다시 유입됩니다.

참고: 상기 CIP 옵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공 방지 밸브 강제

개방 시, 탱크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 사양

위치 1: 강제 오프너: 밸브 시트 세척 도중 강제 개방
위치 2: 스플래시 가드: 밸브 시트 세척 도중 CIP액 포함
위치 3: CIP 노즐: 밸브 시트 세척용
위치 4: CIP 차단 밸브: CIP액 유입
위치 5: 유도 근접 센서: 작동 감지용
위치 6: 용접 플랜지 설치용
가열 부품: 0도 이하 온도에 노출되는 밸브용



통합 밸브

플랜지 장착 밸브

ID = 활성 직경

BC = 볼트 서클

OD = 외부 직경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mm)

정상 크기 ID BC OD 볼트 H1 H2 W
100 100 165 200 4xM16 310 30 510
150 150 230 270 8xM16 325 30 550
200 200 280 320 8xM16 310 30 570
250 250 330 370 8xM16 325 30 600
300 300 380 420 12xM16 500 30 940
400 400 515 560 12xM16 490 30 1010



정상 크기 : 100mm
용적 유량 용량
유체: 공기
- - - - 완전 개방 밸브에 대한 사전 설정 개방 압력

Q
(N

m
3 /

h)

∆ P 주변 이하 압력(mmH2O)

정상 크기 : 150mm
용적 유량 용량
유체: 공기
- - - - 완전 개방 밸브에 대한 사전 설정 개방 압력

Q
(N

m
3 /

h)

∆ P 주변 이하 압력(mmH2O)



정상 크기 : 200mm
용적 유량 용량
유체: 공기
- - - - 완전 개방 밸브에 대한 사전 설정 개방 압력

Q
(N

m
3 /

h)

∆ P 주변 이하 압력(mmH2O)

정상 크기 : 250mm
용적 유량 용량
유체: 공기
- - - - 완전 개방 밸브에 대한 사전 설정 개방 압력

Q
(N

m
3 /

h)

∆ P 주변 이하 압력(mmH2O)



정상 크기 : 300mm
용적 유량 용량
유체: 공기
- - - - 완전 개방 밸브에 대한 사전 설정 개방 압력

Q
(N

m
3 /

h)

∆ P 주변 이하 압력(mmH2O)

정상 크기 : 400mm
용적 유량 용량
유체: 공기
- - - - 완전 개방 밸브에 대한 사전 설정 개방 압력

Q
(N

m
3 /

h)

∆ P 주변 이하 압력(mm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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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출판 시점에는 정확한 정보이지만 사전 고지 없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LFA LAVAL은 등록 상표이며 Alfa Laval

Corporate AB의 소유입니다. © Alfa Laval

알파라발 연락처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제공됩니다.

www.alfalaval.com을 방문하여

직접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toc
	개념
	제품의 특성
	기술 자료
	물리적 데이터
	재질
	기본 설계
	CIP(Cleaning In Place; 화학순환세정기)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mm)
	.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Off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fals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524288
  /LockDistillerParams true
  /MaxSubsetPct 100
  /Optimize fals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fals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fals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tru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false
  /TransferFunctionInfo /Preserve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fals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tru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SyntheticBoldness 1.000000
  /Description <<
    /ENU ()
    /DAN ()
    /SV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80.000 927.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