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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링
COUPLINGS

STORZ NST GFR DSP BARCELONAMACHINO GOST INSTANTANEOUS

강력, 알루미늄 합금 재질, 폴리에스터 코팅, 플러쉬 부착 또는 
미부착 축식 또는 전통식 가용
Robust, in aluminium alloy, polyester coating, w/ or w/o flush. Exists 
in axial or classic version.

밸브
VALVES

 공칭 압력: PN16 / Nominal pressure: PN16
 재질: 알루미늄 합금 / Material: aluminium alloy
 표면 처리: 폴리에스터 코팅 / Surface treatment: polyester coating
 본체 형식: 주조  / Body type: moulded
 선택사양: 인입부/유출부 커플링 / Options: inlet/outlet couplings

 전통식 밸브
  Classic valve

 축 방향 밸브
  Axia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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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_01076_Flyer KO-EN_디바이더, 샴 및 밸브_Dividers Siameses & Valves

POK SAS
18 Cours Antoine Lavoisier - 10400 Nogent-sur-Seine -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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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형 송수구  
2내지3인입부 
DIVIDERS WITH HANDWHEELS 2 OUTLETS / 3 OUTLETS

강력, 낮은 압력 손실, 전체 분리식 밸브, 방수 해머 
효과, 알루미늄 수동휠

Robust, low pressure loss, entirely removable valve,  anti-
water hammer effect, aluminium handwheel.

소형 디자인 수동형 송수구 
Dividers with handwheels for a 

compact design.

 공칭 압력: PN16
Nominal pressure: PN16

 밸브 형식: 플라이휠 밸브
Valve type: flywheel valve

 조작: 플라이휠식
Operation: by flywheel

 Matière : alliage d’aluminium
Material: aluminium alloy

 표면 처리: 폴리에스터 코팅
Surface treatment: polyester coating

 본체 형식: 주조
Body type: moulded

 선택사양: 인입부/유출부 커플링
Options: inlet/outlet couplings

볼 밸브 형 송수
2내지5인입부

DIVIDERS WITH BALL-VALVE 2 TO 5 OUTLETS

샴 연결구 
2내지4인입부

SIAMESES 2 TO 4 INLETS

전체 송수, 신속 폐쇄, 초소형, 경량
Full waterway, quick closing, ultra compact, light.

 공칭 압력: PN16
Nominal pressure: PN16

 밸브 형식: 볼 밸브 또는 접형 밸브
Valve type: ball-valve or butterfly valve

 조작: 레버식 또는 플라이휠식
Operation: by lever or flywheel
 재질: 알루미늄 합금
Material: aluminium alloy
 표면 처리: 폴리에스터 코팅

Surface treatment: polyester coating
 본체 형식: 주조

Body type: moulded
 선택사양: 인입부/유출부 커플링, 압력계

Options: inlet/outlet couplings, pressure gauge

 공칭 압력: PN16
Nominal pressure: PN16
 재질: 알루미늄 합금
Material: aluminium alloy
 표면 처리: 폴리에스터 코팅

Surface treatment: polyester coating
 본체 형식: 주조

Body type: moulded
 역류방지 밸브: 있음

Non-return valve: YES
 선택사양: 인입부/유출부 커플링

Options: inlet/outlet couplings

 2 유출부 / 2 outlets

 2 유출부 / 2 outlets

 2 유출부  / 2 outlets

 4 인입부 / 4 inlets

 2 인입부 / 2 inlets

 3 유출부 / 3 out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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