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LOW

®

전 세계로 공급되는
Watlow 제품과
기술 지원

Watlow®…

Watlow는 제품 기능을 발전시키고 시장 경험과

주요 관계를 맺으면서 원자력 산업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세계 진출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450건 이상의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Watlow는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멕시코, 유럽

인증과 프로그램을 확립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

고급 원자력 열 기술

Watlow는 수십년 동안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및 아시아에 위치한 9개의 제조시설과 3
개의 기술 센터에서 2,000명이 넘는 팀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개국에 판매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판매 대리점

원자력 품질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곁에서

• NQA-1 및 10CFR50 부록 B에 따른 감사

전문 서비스를 설계, 지원 및 제공합니다.

•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코드, 섹션 III, VIII, IX 인증

북미 기술 지원 및 판매 사무소

유럽 기술 지원 및 판매 사무소

미국 및 캐나다

프랑스

+33 (0) 1 41 32 79 70

1-800-WATLOW2

독일

+49 (0) 7253 / 9400-0

(1-800-928-5692)

이탈리아

+39 02 4588841

스페인

+34 91 675 1292

아시아 기술 지원 및 판매 사무소

+44 115 964 0777

호주

+61 3 9335 6449

중국

+86 21 3532 8532

남미 기술 지원 및 판매 사무소

인도

+91 40 6661 2700

멕시코

일본

+81 3 3518 6630

한국

+82 2 2169 2600

말레이시아

+60 3 8076 8745

싱가포르
대만

영국

• 미국 국방부의 모든 품질 표준 준수

Watlow는 포괄적인 문서, 테스트, 정보 및 기록 보존을 제공합니다.

+52 442 256 2200

• 보
 관된 설계 문서 (원본 문서)
• 보관된 제조 프로세스 및 절차
• 엔지니어링, 품질 및 제조 수준에서

+65 6773 9488
+886 7 288 5168

• 테
 스트 기록 및 문서
• 수명 테스트

숙련된 직원이 근무
회사의 역량 및 응용 분야 전체 목록을
보려면 Watlow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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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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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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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실현하는 Watlow

Watlow
열 응용 분야

원자력 산업을 위한
고급 열 기술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대한 공헌
1967년, Watlow는 원자력 발전소의 상용
원자로를 위한 고성능 히터 설계 및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며 품질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고객이 선호하는 열 구성 요소
공급업체로 자리잡았습니다.

Watlow는 원자력 고객을 위해 다음을
포함한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원자력 업계에서 40년 이상 꾸준히 서비스 제공
• 최고의 지원과 프로그램 관리를 포함한 전용 린

우수성의 전통
Watlow는 전체 열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전기
히터, 온도 센서, 온도 제어기, 전력 제어기 및
지원 소프트웨어를 설계 및 제조하는 세계적인
선도업체입니다.
당사는
알려져
시간을
높이기

혁신적인 성능 중심 솔루션으로 잘
있으며 열 성능을 최적화하고 설계
단축하며 제품 및 적용 분야의 효율을
위해 고객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조 셀로 모든 열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적시
납품을 보장

노심출구열전대

일차계통- RCS
및 주변 시스템
• 가압기 히터
• 노심출구열전대
• 고온 및 조언관 RTD 및 열전대
• 붕소 가열

가압기
노심

• 수소재결합기 가열

열전대및 RTD

• 연료봉 시뮬레이터

디젤 발전기 및 보조 설비
• 순환 히터

• 기록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한 가속 수명 시험에
대한 투자

• 투입 히터

• 업계 요구 사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R&D

• 시동 히터 스키드 어셈블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동결 방지
• 저장 시스템
• 열전대 및 RTD 처리

온도 시스템 제어
• S
 CR 전력 제어

(발사된 위상각 및 제로크로스)

원자력
가압기
히터

증기 발전기

• 가열 요소 제어
• 기기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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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low는 수십년 동안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및 아시아에 위치한 9개의 제조시설과 3
개의 기술 센터에서 2,000명이 넘는 팀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개국에 판매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판매 대리점

원자력 품질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곁에서

• NQA-1 및 10CFR50 부록 B에 따른 감사

전문 서비스를 설계, 지원 및 제공합니다.

•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코드, 섹션 III, VIII, IX 인증

북미 기술 지원 및 판매 사무소

유럽 기술 지원 및 판매 사무소

미국 및 캐나다

프랑스

+33 (0) 1 41 32 79 70

1-800-WATLOW2

독일

+49 (0) 7253 / 9400-0

(1-800-928-5692)

이탈리아

+39 02 4588841

스페인

+34 91 675 1292

아시아 기술 지원 및 판매 사무소

+44 115 964 0777

호주

+61 3 9335 6449

중국

+86 21 3532 8532

남미 기술 지원 및 판매 사무소

인도

+91 40 6661 2700

멕시코

일본

+81 3 3518 6630

한국

+82 2 2169 2600

말레이시아

+60 3 8076 8745

싱가포르
대만

영국

• 미국 국방부의 모든 품질 표준 준수

Watlow는 포괄적인 문서, 테스트, 정보 및 기록 보존을 제공합니다.

+52 442 256 2200

• 보
 관된 설계 문서 (원본 문서)
• 보관된 제조 프로세스 및 절차
• 엔지니어링, 품질 및 제조 수준에서

+65 6773 9488
+886 7 288 5168

• 테
 스트 기록 및 문서
• 수명 테스트

숙련된 직원이 근무
회사의 역량 및 응용 분야 전체 목록을
보려면 Watlow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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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WATLOW2

독일

+49 (0) 7253 / 9400-0

(1-800-928-5692)

이탈리아

+39 02 4588841

스페인

+34 91 675 1292

아시아 기술 지원 및 판매 사무소

+44 115 964 0777

호주

+61 3 9335 6449

중국

+86 21 3532 8532

남미 기술 지원 및 판매 사무소

인도

+91 40 6661 2700

멕시코

일본

+81 3 3518 6630

한국

+82 2 2169 2600

말레이시아

+60 3 8076 8745

싱가포르
대만

영국

• 미국 국방부의 모든 품질 표준 준수

Watlow는 포괄적인 문서, 테스트, 정보 및 기록 보존을 제공합니다.

+52 442 256 2200

• 보
 관된 설계 문서 (원본 문서)
• 보관된 제조 프로세스 및 절차
• 엔지니어링, 품질 및 제조 수준에서

+65 6773 9488
+886 7 288 5168

• 테
 스트 기록 및 문서
• 수명 테스트

숙련된 직원이 근무
회사의 역량 및 응용 분야 전체 목록을
보려면 Watlow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www.watlow.com
Manufacturing
Facilities

Technology
Centers

Sales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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