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호

 라
이
닝

인열 및 마모에 대한 보호

Polycorp 보호 라이닝을 사용해 

부식성 물질 및 연마재에 대해 

궤도차 및 트럭 탱크, 저장 용기, 

공정용 장비, 파이프를 보호합니다. 

고객은 폭넓은 제품 카탈로그, 

최고의 기술 지원 및 고무 라이닝 

산업에서 수십 년 동안 쌓은 경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결 과제
채굴 및 광물 처리 시설은 딱딱한 물체와 시설이 취급하는 슬러리의 

마모 특성에 대해 장비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작동에서는 슬라이딩 및 부딪힘 마모로 인해 기계와 다음과 같은 

기반 시설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마모될 수 있습니다. 

pp 활송 장치
pp 텀블러
pp 슬러리 탱크
pp 파이프 

pp 부품
pp 사이클론
pp 증점제 

pp 침전장치
pp 부유 선별조 

pp 교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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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Polycorp에는 특별히 인열 및 마모에 대해 보호하도록 설계된 모든 다양한 
천연 및 합성 고무 라이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Polymeric 브랜드의 
프리미엄 고무 라이닝 및 표면 마감 요구 사항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분야에 탁월한 가치가 있는 T시리즈 라이닝으로 만든 제품이 포함됩니다. 

연질 천연 고무 라이닝은 다양한 색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마모 저항력이 

탁월합니다. 업계의 성능 표준.

천연/합성 혼합물은 천연 고무의 마모 저항력을 강화하면서도 천연 고무의 

적용 용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모 및 부식 저항력이 

필요한 상황에 적합합니다. 

SBR은 인열 보호에 대한 특성이 탁월한 합성 탄성중합체입니다.

네오프렌은 합성 탄성중합체로 열 및 풍화 작용 저항력을 위한 천연 고무에 

탁월하면서도 마모 특성을 우수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Polycorp 마모 저항 라이닝
 p 1060은 인열 및 마모 저항력이 있는 
검은색 60A 경도계 천연 고무입니다. 

 p 2010은 표면 마감이 우수한 검은색 
60A 경도계 네오프렌 라이닝입니다.

 p 2020은 검은색 47A 경도계 천연 
라이닝입니다. 부식 및 마모에 대한  
보호 기능이 탁월함.

 p 5821은 마모 및 부식 저항력이 
우수한 검은색 55A 경도계 납 경화 
네오프렌입니다. 오일 샌드용으로  
아주 적합함.

 p 9169는 천연 고무에 대해 탁월한 마모 
보호 기능이 있는 검은색 60A 경도계 
SBR 제품입니다. 

 p T1000/T1001은 황갈색 및 
검은색 40A 경도계 연질 천연 고무 
라이닝입니다. 

 p T1004S은 검은색 60A 경도계 천연 
라이닝입니다. 슬라이딩 미모에 대한 
저항력이 탁월합니다. 

 p T5009는 마모, 풍화 작용 및 부식 
저항력이 우수한 검은색 60A 경도계 
네오프렌입니다. 

 p T8000은 물리적 특성이 천연 고무와 
유사한 황갈색 40A 경도계 혼합 
라이닝이며, 마모 보호 기능이 20%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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