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reLock EZTM 009V 소개
가장 신속한 설치가 가능한 

Victaulic 고정식 커플링!

V I C T A U L I C  •  소 방  시 스 템



1 | 009V 고정식 커플링을 배
관의 그루브 끝단에 밀어 
넣으십시오.

2 | 다른 배관과 연
결하십시오.

3 | 두 개의 볼트를 
조이십시오.

그루브형 연결 방식을 발명한 회사인 Victaulic은 꾸준한 연구와 설계의 혁신

을 통해 설치하기 가장 빠르고 손쉬운 고정식 커플링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를 읽는 정도의 시간이
면 새로운 FireLock EZTM 009V  
커플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손쉬운 작업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된 설계
신속한 설치는 수익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줍니다.

*   여기에 수록된 설명 및 첨부된 그림은 완전한 설치 지침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Victaulic 현장 설치 핸드북 (1-100/KOR) 을 참조하십시오.

 FireLock EZTM 009V 고정식 커플링의 기능: 

• 하우징 및 볼트, 너트 일체형으로 설치; 부품을 분실 또는 설치시 떨어뜨릴 염려가 없습니다

• 기타 Victaulic 커플링과 동일한 기능의 그루브 설계

•  더 신속하고 손쉬운 설치



완전한 진공 
유지력 및 습식과 
건식 방식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보다 향상된 밀
봉 기능 

금속-금속 볼트 패드 연
결 방식이 사용되어 설치
의 적절함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즉시 설치 가능한 
설계

제품 범위

중앙의 개스킷 
돌출부는 조인
트가 중앙에 위
치하도록 해 줍
니다

나일론 코팅된 너트는 소켓 또는 임팩트 렌치로 
최종 조립 이전에 손으로 조일 수 있도록 만들
어져 있습니다

크기 최대 사용 압력

공칭경 인치/mm 실제 외경인치/mm psi/kPa

11/4

32
1.660
42.2

300
2068

11/2

40
1.900
48.3

300
2068

2
50

2.375
60.3

300
2068

76.1mm
3.000
76.1

300
2068

3
80

3.500
88.9

300
2068

4
100

4.500
114.3

300
2068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계



미국 본사
PO box 31
Easton, PA 18044-0031 
USA
1-610-559-3300
1-800-PICK-VIC 

유럽  
Prijkelstraat 36
9810 Nazareth, Bélgica
32-9-381-1500
32-9-380-4438 (팩스)

아시아 태평양
No. 600 Min Sheng Road
Room 707
Pudong, Shanghai
200135 China 
86-21-58855151
86-21-58851298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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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Autovia Madrid-Barcelona 
KM 45,000
Avda. de Milan 18
19200 Azuqueca 
de Henares, España
34-949-348-490
34-949-266-848 (팩스)

호주
Laaerstrasse 62
2100 Korneuburg, Austria
43-226-262-084
43-226-262-084-15 (팩스) 

영국
Unit 14, 
Arlington Business Park
Whittle Way, Stevenage
Hertfordshire, SG1 2BD (UK)
+44 143 874 1100
+44 143 831 3883 (팩스)

중동
P.O. Box 17683
Jebel Ali
Dubai, 
아랍 에미레이트
971-48-838-870
971-48-838-860 (팩스)

스칸디나비아
Billesholmsvagen 6
Findus industriomrade
267 40 Bjuv, Suecia
46-42-88440
46-42-88449 (팩스)

1925년 창립 끊임없는 혁신

기계적 배관 연결 시스템 분야에서 80년이 넘도록 

전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제조업체인 Victaulic 은 새

로운 조립방식인FireLock EZTM 009V 고정식 커플링 

제품의 개발을 통해 혁신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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