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소셜
세계를 탐험하세요

산성이거나

값이 낮은 부식성 적재물들은 강재 고유의 물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극적이지 않은 적재물이라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강재는 부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에서는 몇 년간 부식 녹 마모 분야를 연구해 왔으며
를 각각의 산성 수준에 따라 마모 유발 물질을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종류의 강재인
를
사용해 스테인리스강과 함께 부식환경에서 마모 실험을
개발했습니다 이 강재를 사용하면 덤프 및 트레일러 적재함에서 실시하였는데
제품이 스테인리스강인
에
발생하는 부식 마모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비해
이상의 높은 내마모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광물과 톱밥과 같은 적재물들은 특히 비나 습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산성 환경을 만들게 되고 이 경우 기존
강재는 내마모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마모율이 현저히 빨라집니다
내마모 강재를 이용하면 더 얇은 강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량을 줄이거나 사용 수명을 더욱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재함이 가벼워지면 트럭 운영자들은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환경 오염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제품은
° 에서
° 에서
의 충격
에너지 흡수를 보증하므로 고강도 구조용 강재의 특성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공급 제품의 두께는 아래 치수 프로그램에 따라
인치 까지 입니다 가공은 여타
강종에
사용되는 동일한 종류의 설비로 할 수 있으며 절곡에 필요한
파워는
과 동일합니다

물을 함유한 나무 껍질 모래 및 점토에 노출된 나무 및 나무

상대적 사용 수명

껍질 가공 환경에서의 상대적 내마모 서비스 수명

제품은 경도 항복 강도 인성 등의 경우
제품과 동일한 뛰어난 기계적 물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이점은 뛰어난 부식 방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값이 낮은 산성 환경에서는 마모 조건이 달라지므로 경도가
더 높다 하더라도 반드시 더 긴 사용수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제품은 일반적인 마모 환경에서는 경도
강재와 비슷한 내마모성을 발휘하나 낮은
환경에서는
강재 대비 최대 배까지 사용 수명이 연장됩니다

공칭 경도

보증 충격 인성
에서의

°

° 에서

–

산성 환경 하에서의 내마모 수명
비교

강재 대비

최대

배

너비
두께

제품 최대 길이

생산 불가 제품 치수
제한적으로 생산 가능 현지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티퍼 차체에서의 부식성 마모와 싸우는

¾인치 제품의

제품 두께 범위

인치

일반 탄소 당량

– 인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