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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진공작업을 1 torr 이하까지 해야하나?

진공펌프 사용의 목적은 A/C 시스템 내부의 수분 & 공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진공상태에서는 수분의 끓는점이 낮아집니다.

즉, 진공을 많이 시키면 시스템 내부의 수분이 기체로 증발하여 진공펌프로 

빨려 들어가게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최근의 시스템들은 타이트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진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수분과 다른 이물질 및 공기 등이 냉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냉동 시스템에서의 수분은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직간

접적으로 제품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수분을 기체로 변환

기체상태로 흡입

한 방울의 물은 무해할 것 같지만 냉동 시스템 내에서의
한 방울의 물은 괴물과도 같습니다.

우선, 수분은 얼음 알갱이를 만듭니다. 먼저, 수분이 냉매와 함께 시스템 라인을 

따라 움직이다가 팽창변 밸브, 또는 Tube가 넓어지는 곳에서 얼음덩어리로 

바뀝니다. 이런 얼음 알갱이들은 냉매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막아버림으로써 

냉동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냉매의 부족으로 인해 팽창밸브가 따듯해지면 밸브에 붙어있던 얼음이 녹으

면서 팽창밸브를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라인을 한바퀴 돌고 다시 팽창

밸브 벽면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혈적인 냉방 불량을 야기하게 됩니다.

수분은 단지 얼음 알갱이를 만드는 문제 외에도
시스템 내부를 부식시키기도 합니다.

시스템 내부가 수분으로 인해서 부식이 되기도 하지만 수분과 냉매가 섞이면 

그 부식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R-12에 들어있는 염소가 물과 

만나면 산성화 되는 가수분해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산성화 된 수분이 금속을 부식시키거나 동관의 표면 코팅을 벗겨버

립니다. 일반적으로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 않지만 냉동유는 예외입니다. 

냉동유는 수분을 상당히 빨리 흡수를 합니다. 이때, 냉동유가 산성화 된 수분과 

합쳐지면 미세한 물방울처럼 결합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슬러지 현상이

라고 합니다. 슬러지 현상이 일어나면 오일의 윤활 역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산화현상은 제품 동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를 합니다. 금속표면이나 

동관 표면이 떨어져 나와 여과기, 평창변, 모세관등을 막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확실한 진공 작업을 

하는 일입니다.

진공작업후(약 0.5 torr 이하의 진공) 누설확인을 위해 가동되던 진공

펌프를 정지시킨후 확인하는것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공상태의 배관내의 기압이 낮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되어 

있을지라 하더라도 진공도는 서서히 높아집니다. (지구상에는 절대

진공이란 있을수 없음) 그러므로 진공작업후 지체없이 냉매를 넣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대기압보다 압력을 높여주는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시스템내의(배관 등) 아주 미세한 누설이 있는경우 디지털

진공게이지로 측정시 1 torr 이하로는 측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1 torr 이하로 진공작업을 한 경우에는 시스템내의 누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공작업시 유의사항

진공펌프의 선택과 사용

•  어떤 펌프가 좋은 펌프인가?

1. 가격보다는 A/S가 잘 되는 펌프가 좋습니다.

• 펌프 관리를 잘 하면 20년 이상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A/S가 잘되는 브랜드가 좋습니다.

• 5년, 10년이 지나도 항상 부품을 구할 수 있는 브랜드의 펌프여야 합니다.

• 오염물질이 들어갔을 때 고장 확률이 적은 펌프가 좋습니다.

2. 장시간 구동에도 일정한 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는 펌프가 좋습니다.

• 2.0 Pa 이상의 고진공도 & 하이 스피드가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2.0 Pa 이상의 고진공도란       

  시스템의 고장원인인 오염물질 제거에 충분한 성능을 말합니다.)

3. 최신의 진공 공법 & 기술을 접목한 펌프가 좋습니다.

• 최신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고배기량, 고진공도의 진공기술을 접목시켜 작업성이 좋은 펌프와 

  진공능력 향상을 위한 라인업 상품이 풍부한 메이커의 펌프가 좋습니다.

4. 무게가 가벼운 제품이 좋습니다.

• 최근 Brushless 모터를 사용하여 모터의 무게를 반으로 줄었고 수명도 30% 이상 

  증대시킨 제품입니다.

※ 추천 메이커 : Yellow Jacket, Mastercool, Value

•  왜 고진공 작업이 필요한가?

1.  고진공이 되지 않으면 수분이 관내에서 결로 현상을 일으켜

냉매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2. 수분과 냉매가 섞여 염소와 염산이 생산되어 관내를 부식시킵니다.

3. 부식된 내부 찌꺼기가 관내를 돌며 컴프레서의 고장을 일으킵니다.

4.  컴프레서 고장과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 까진 증상이 없으므로

사전에 미리 고진공 작업을 통해 수분과 오염물질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진공펌프 자가진단 방법

1. 진공펌프 흡입구에 바로 진공게이지를 연결합니다.

2. 진공게이지와 펌프 전원을 켠 후 진공도를 측정합니다.

3.  우선, 진공펌프의 점검 전 피팅 부위의 오링과 펌프 내 오일량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4.  0.1 torr 이하로 측정이 되면 정상이고 펌프 상태가 좋으면

0.05 torr 이하까지 내려갑니다.

5.  약 0.1 torr 이상으로 측정되면 진공오일을 교체할 시기입니다.

진공오일 교체만으로도 진공도가 0.1 torr 이하로 떨어집니다.

6. 진공도가 0.2 torr 이상 측정되면 진공펌프를 점검해야 합니다.

7.  진공작업을 마치고 반드시 진공오일을 교환한 후에 흡입구와 배기구를 막아(캡으로)

습기 및 이물질로부터 펌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용량에 맞는 진공펌프 선택 방법

1.  작업환경에 비해 용량이 적은 펌프를 선택 시 시간과 펌프의

내구성이 비효율적입니다.

2. 그렇다고 큰 펌프를 선택하면 펌프의 높은 가격이 부담됩니다.

3.  펌프의 용량의 제곱에 의해 최대 작업 가능용량(tons)이 결정됩니다.  

<CFM2 = Tons>

   예 : 8 CFM = 8 × 8 = 64 tons (최대 64 tons 시스템까지 작업 가능)

•  겨울철 진공펌프 관리 요령

1.  영하의 날씨에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됩니다.

2.  이는 펌프 내 진공오일에 다량의 수분이 섞여서 영하의 날씨에 얼어서 발생하거나,

낮은 온도로 인하여 오일의 점도가 낮아져 펌프가 작동을 하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3.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펌프를 실내에서 보관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영상의 온도에서 보관 요망)

4.  펌프 작동 전 흡입밸브를 열고 작동시킵니다.

5.  진공 작업 후에 진공

펌프 전용오일을

교환 후 보관,

사용 바랍니다.

(냉동유 및 기타

다른 오일 절대 사용금지)

•  진공펌프 전용오일은 언제 어떻게 교환해야 하는가?

1. 펌프 사이트글라스 내의 오일이 투명하지 않고 탁할 때(산성물질 및 이물질 함유)

2. 펌프 사이트글라스내의 오일이 우유빛 일 때(수분이 많음)

3. 디지털 진공게이지를 펌프에 바로 연결할 경우 0.1 torr 이상 일 때

4. 적어도 5회 작업후 혹은 10시간 작업 후에는 오일교환 강력권장

5.  진공오일은 절대로 보충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교환을 해야 합니다.

(오일 보충으로는 펌프 내부의 수분과 이물질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아래 그림 참조

6.  오일 교환은 오일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교환을 해야

펌프 내부의 이물질들과 오일이 섞여 빠르게 배출이 됩니다. 

(오일 교환을 제때 하지 않아 생긴 침전물, 부식된 카트리지)

•  흡입 및 역류 차단 밸브를 왜 사용해야 하는가?

1.  신냉매의 냉동 사이클에서 사용되는 냉동유에는 에테르, 에스테르 등의 합성유가 사용이 됩니다.

2.  합성유와 진공펌프 오일이 시스템 내부에서 섞이게 되면 산성화 되어

컴프레샤의 고장 원인이 됩니다.

3.  진공작업이 끝난 후 진공펌프를 정지하면 호스 내부가 진공상태가 되어 호스를 통해

진공펌프 내의 오일이 역류하기도 합니다.

4.  오일이 역류된 호스를 사용해서 냉매를 충전하게 되면 호스 안에 있던 진공펌프 오일이

냉매와 함께 시스템 내부로 흘러 들어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5.  진공작업이 끝나면 밸브를 차단하여 오일의 역류를 방지합니다.

•  가스 발라스트 밸브 사용방법

1.  가스발라스트의 역할은 대기 중의 마른 공기를 유입시켜 펌프 내부에서 

수분이 오일에 섞이지 않을 정도로만 응축되게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즉, 수분이 진공펌프 오일과 섞이는 시간을 더욱 길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젖은 수건을 짜면 금방 물이 떨어지지만 젖은 수건과 마른 수

건을 겹친 상태에서 수건을 짜면 상당히 오랫동안 짜야지만 물방울이 떨

어지게 됩니다. 가스발라스트밸브의 역할은 이와 같습니다.

3.  오랫동안 펌프를 사용하지 않은 후나 장마철, 또는 습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한 후에는 펌프의 흡입구를 막고 가스발라스트밸브를 Open 시킨 후

펌프를 구동시키면 펌프 안의 수분을 빼내는데 효과적입니다.

4.  가스발라스트는 약간의 수분이 내포되어있는 진공펌프에는 효과적이지만 오일 내에 수분이 많이 

응축되어 있는 진공펌프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5.  가스발라스트로는 수분을 빼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오일 교환이 꼭 필요합니다.

[사용방법] 

1. 모든 흡입구 밸브를 차단 후 진공펌프를 작동시킵니다.

2. 모든 흡입구를 차단한 상태에서 가스발라스트를 열어줍니다.

3.  오일에 응축된 수분 및 응축성 가스등은 증발이 되어 진공펌프 내의 오일을 정화시킵니다.

•  진공펌프 사용 시 주의사항

1.  시스템 A/C경우 작업장이 옥상이나 혹은 전압이 불안정한 곳에서의

작업이 많습니다.

2.  이때, 전기 릴선 및 연결선을 이용하는데, 이 경우 전압이 정압보다

많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모터가 타거나 모터 회전수 감소로 인하여

진공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  릴선은 감긴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전압이 많이 낮아짐으로 전선이 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고, 

연결선은 가능한 짧으면서 용량에 맞는 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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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작업 단축방법

진공펌프1

4V매니폴드2

고진공호스3 코아탈착밸브4코아탈착밸브4

진공게이지5

고진공호스3

냉매 실린더

보다 빠른 진공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용량의 진공펌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구경 호스입니다. 보통 냉동호스라고 사용하시는 1/4" 호스의 내경은

5 mm로 아주 작습니다.  [참고] 3/8" 호스 내경-9 mm, 1/2" 호스 내경-12 mm 

예를 들어 YELLOW JACKET 11 CFM의 분당 흡입량은 311.3ℓ입니다. 과연 내경이 

5 mm인 호스로 분당 311ℓ가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코아탈착밸브와 고진공 호스를 사용했을 경우 4 CFM 진공펌프가 11 CFM 진공

펌프보다 작업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빠른 진공작업을 원하시는 분들께 코아탈착밸

브와 고진공 호스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MODEL 93843

규격 1/4"Male x 1/4"Female (45°)

MODEL 93844

규격 1/4"Male x 1/4"Fe

MODEL 규격 용량 비고

93192 1 EA 940 ㎖ 12 EA / Box

• 고품질 진공펌프 전용오일    • 4계절 사용가능• 프리미엄 진공펌프 전용오일    • 4계절 사용가능    • 진공효율성 극대화

MODEL 규격 용량 비고

90510 1 EA 1,000 ㎖ 10 EA / Box

MODEL 규격

93825 1/4"Male x 5/16"Female (45°)

93827 5/16"Male x 5/16"Female (45°)

볼밸브 (R-410A) 볼밸브 볼밸브

진공펌프 오일 진공펌프 오일

12 EA / Box 10 EA / Box

진공작업 단축방법

진공펌프1

진공매니폴드2 고진공호스3 코아탈착밸브4코아탈착밸브4

진공게이지5

고진공호스3

냉매 실린더

사용방법   진공펌프에 위의 그림과 같이 진공매니폴드(2번)를 연결 후 고진공호스(3번)를 좌우에 연결합니다. 시스템 고/저압측에 코아(무시) 

탈착밸브(4번)를 연결하고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무시를 제거 후 고진공 호스와 연결하여 진공작업을 합니다. 진공작업이 끝나면 

진공매니폴드(2번) 뒤에 연결된 포트를 이용하여 냉매를 주입합니다

코아(무시) 탈착밸브

진공게이지 연결용 포트

·냉매충전시에도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겨울철 필수품)

MODEL 18975(R-22 用) 18985(R-410A 用)

규격 1/4"Fe × 1/4"M 5/16"Fe × 5/16"M

효과 진공시간이 약 50 % 이상으로 크게 단축

MODEL 91498

비고 R-22, R-410A 겸용

MODEL 93855 93860

규격
3/8" × 3/8"

펌프연결부 : 1/2"

3/8" × 3/8" × 1/4"

펌프연결부 : 1/2"

효과 진공시간 약 50 % 단축

MODEL 16248(R-22) 01552(R-410A) 19248

규격 1/4"  x  3/8" 5/16"  x  3/8" 3/8"  x  1/2"

효과 진공시간 약 30 % 단축

※ 빠른 진공을 위해서는 상기 SET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아 밸브 작업 순서

➊ 코아탈착밸브 연결 전 체크밸브를 제거.
     호스 연결 후 밸브를 열고 진공작업 시작

➋ 진공작업이 완료된 후 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분리한 후

➌ 아래 그림과 같이 코어를 체결 후

➍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
Core(체크밸브)를 체결

코아 빼냈을 때코아 있을 때

➎ 코아(무시)탈착밸브를 분리

93855 93860

냉매주입용
Port

• 연결부가 작더라도 호스구경이 크고 짧은 것이 좋습니다.

•  진공이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 진공이 떨어지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진공 완료 후 냉매 주입 가능 (93860)
• 전용 케이스

• Locking 너트 방식으로 체결 삽입시 힘들지 않음

코아(무시) 탈착밸브 진공매니폴드 고진공 호스

일반호스 고진공호스

3/8″

5/16"

1/4″

16248 / 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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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VE-225N VE-245N VE-260N VE-280N

CFM 3 CFM 5 CFM 7 CFM 9 CFM

RPM 1720 1720 1720 1720

HP 1/3 HP 1/2 HP 3/4 HP 1 HP

크기 318 x 124 x 234 (mm) 338 × 138 × 244 (mm) 395 × 145 × 257 (mm) 395 × 145 × 257 (mm)

무게 8.6 kg 10.4 kg 15.8 kg 16.2 kg

오일 주입량 250 ㎖ 325 ㎖ 580 ㎖ 500 ㎖

전원 220V / 60Hz 220V / 60Hz 220V / 60Hz 220V / 60Hz

최저진공 0.015 torr 0.015 torr 0.015 torr 0.015 torr

진공펌프

커다란 사이트글라스 편리한 차단밸브

VE.N 진공펌프의 특징과 장점

1. 1720RPM으로 내구성 향상, 소음 최소화 및 발열 방지 

2. 커다란 사이트 글라스 장착으로 오일 오염도를 쉽게 확인 가능 

3. 저 RPM으로도 고진공이 가능한 기술력 

4. 3/4HP, 1HP 등 강력한 기술력 

5. 모터 과열방지 센서 장착 

6. 2단 진공(2 Stage)으로 시스템에어컨에 적합하게 설계 

7. 1/4" & 3/8" 흡입구와 작업이 편리한 차단밸브 장착 

8. 장시간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

가격과 품질 그리고 사후처리까지 완벽한 VALUE 진공펌프        社가 공급하여 더욱더 완벽합니다.

VE-225N / VE-245N VE-260N / VE-280N

진공펌프

MODEL 93545 93565 93585 93595

CFM 4 CFM 6 CFM 8 CFM 11 CFM

흡입능력  113 LPM 170 LPM 225 LPM 311 LPM

모터 1/2 HP 1/2 HP 1/2 HP 1/2 HP

진공능력    1/2 HP 1/2 HP 3/4 HP 1 HP

크기 (mm) 387×172×305 412×172×305 425×172×305 425×172×305

무게 15.1 kg 15.4 kg 16.1 kg 16.8 kg

흡입구 3/8" × 1/4"  3/8" × 1/4"  1/2" × 1/4" 1/2" × 1/4"

오일주입량 1.08ℓ 1.02ℓ 1.41ℓ 1.32ℓ

압축방법 2단 압축

최대진공도 15Micron (0.015 torr)

AMB.Temp 40 ℃

전원 230V / 50 / 60Hz

전원코드길이 2.4 m

특징과 장점

1.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

2. 업계 최초로 진공상태를 모니터 할 수 있는 진공게 내장

3. 역류를 방지하는 Ball이 내장돼있어 펌프의 오일 역류를 방지

4. 1/4" & 1/2"의 흡입구를 사용함으로써 진공 시간을 크게 단축

5. 2 Stage 로터리 Vane 방식으로 15micron의 고진공 가능

6. Powerful한 모터로 겨울철에도 시동이 잘 걸림

7.  큰 오일 용량으로 장시간 작업 시에도 온도 상승이 적고
가스밸브를 통해 오염 속도를 늦춰줌

8.  시스템 고장의 원인이 되는 수분 및 이물질을 신속히 없애주는
강력한 모델임

각 부위별 사진

오리지날 MADE IN USA 응축
가스 배출용 가스발라스트

오일 교환이 빠르고 편리한
커다란 드레인플러그

보다 큰 1/2"흡입구
(시스템에어컨 작업시 권장)

보다 튼튼하게 설계된 손잡이

펌프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장형 진공게이지

편리한 차단밸브 &
역류방지 체크밸브내장

오일상태의 확인이 쉬운
커다란 사이트글라스

대용량 배출이 가능한
배기구 & 오일주입구

진공펌프 (암모니아용) 진공펌프

MODEL 93610

CFM 7 CFM

모터 1/2HP - 1725 rpm

최저진공도 25 microns (0.025 torr)

오일주입량 0.828ℓ

흡입구 1/4" × 3/8" × 3/8"

전원 220V / 50 / 60Hz

크기 413 × 159 × 210 (mm)

무게 15.7 kg

MODEL 93533

CFM 8 CFM

모터 1/2 HP - 1725 rpm

최저진공도 15 microns (0.015 torr)

흡입구 1/2"M. Pipe

전원 220V / 50 / 60Hz

크기 425 × 172 × 305 (mm)

무게 14.7 kg

※암모니아 작업 시 일반 진공펌프를 사용하시면 부식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합니다.

N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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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없을땐 전동공구로 

진공펌프

진공펌프

NEW

MODEL V-i215S-M

CFM 1.5 CFM

RPM 1720

모터마력 1/5 HP

최저진공도 15 Micron (0.015torr)

크기 240 × 88 × 183 (mm)

무게 4 kg

특징과 장점

1. 커다란 사이트글라스

2. 내구성 강한 중간밸브(볼밸브) 장착

3. 전기 없이도 진공작업 OK!!

4. 이보다 가벼울 수 없다.(초경량 4 kg)

5.  가정용 에어컨의 진공작업으로 안성맞춤.

저소음으로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전혀 없음. (전동공구로도 작업 가능)

2단 진공으로 고진공 실현

Brushless DC 모터

편리한 차단볼 밸브

고용량 배터리

MODEL VRP-2DLi

CFM 2 CFM

최저진공도 0.025 torr

HP 18V / 5.0 Ah

흡입구 1/4 "

오일주입량 220 ㎖

크기 233 × 90 × 190 (mm)

무게 3 kg

특징과 장점

1. 최대 50분 연속 사용 가능

2.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무선 배터리

3. 3 kg의 경량화 진공펌프로 휴대가 간편

MINI 사이즈

진공펌프

R-32 냉매시스템 사용 가능 모델

크기와 무게는 5 CFM, 성능은 12 CFM!

Brushless Motor! 무게 11.5 kg! 성능 UP!!

크기 & 무게는 7 CFM 인데
성능은 15 CFM

1.  브러쉬 모터는 브러쉬라는 장치와 모터의 회전자에 있는 정류자가 서로 접촉하면 회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전기적 소음과 기계음이 많이 나는 반면, 브러쉬레스 모터

(Brushless Moter)는 브러쉬 자체가 없어 브러쉬 모터에 비해 소음이 아주 적습니다.

2.  일반적으로 모터의 수명은 브러쉬의 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수명이 약 1,000

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매번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러쉬레스 모터

는 브러쉬 자체가 없으므로 내구성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3. 고효율 (낮은 소비전력)

4.  전원 작동 시 정격 토크 이상의 토크가 필요한데 이를 감소시켜 모터의 과부하를 막아

주고 진공펌프 내구성도 좋아집니다.

Brushless motor란?

MODEL VI-2120

CFM 12 CFM

RPM 2500

HP 1 HP (Brushless DC motor)

최저진공도 15 Micron (0.015 torr)

오일주입량 500 ㎖

크기 336 × 135 × 270 (mm)

무게 11.5 kg

MODEL VRP-150

CFM 15 CFM

최저진공도 0.005 torr

HP 3/4 HP

흡입구 1/4", 3/8", 1/2"Flare

오일주입량 880 ㎖

크기 563 × 230 × 356 (mm)

무게 14.5 kg

특징과 장점

1. 2500 RPM으로 내구성 향상, 소음 최소화 및 발열 방지 

2. 커다란 사이트글라스 장착으로 오일 레벨과 오염도를 쉽게 확인 가능 

3. 저 RPM으로도 고진공이 가능 한 기술력 

4. 가볍고, 내구성 탁월한 Brushless 모터 장착(특허출원 중) 

5. 모터과 열방지 센서 장착 

6. 2단 진공(2 Stage)으로 시스템에어컨에 적합하게 설계 

7. 1/4" & 3/8" 흡입구와 작업이 편리한 차단밸브 장착 

8. 장시간 고진공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

초경량

11.5kg

NEW

진공펌프

특징과 장점

1. 24시간 연속 사용 가능

2. 업계 최초 소형 15 CFM 진공펌프

3. 최저 진공도 0.005 torr 실현

4. 오일분출 방지 대형 Cap

VRP-12D

Model:

S/N:

Flow  Rate:
15 CFM

Ultimate V acuum: 5 micron

Oil Capacity:
880 ml

Pump Design: Dual stage

Voltage:
230V/50~60Hz

Motor:
3/4 HP

진공작업 시 오일이 튀는
문제점 해결

산업용 진공펌프에 들어가는
최고급 카트리지 장착

Blushless & DC 모터 사용으로
소형화 실현

업계 동급

최저 진공도 도달

(0.005 torr)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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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 과연 저압게이지로 진공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저압게이지 눈금에는 진공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눈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30in/hg로 15칸이 나뉘어 있습니다.

15칸 중 1칸의 범위는 디지털 진공게이지에서 50.8 torr와 같기 때문에 1 torr 이하를 

저압 게이지로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스템 내에 수분 등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더더욱 저압게이지로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 진공작업을 하기 전에 진공게이지를  

펌프에 바로 연결했을 때 0.1 torr

이상이 측정되면 오일이 오염이 되었

던가 진공펌프가 제성능을 하지 못하

던지 혹은 진공게이지가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부분이 이상 

있는지 빨리 확인 후 조치를 취한 다음 

진공작업을 해야지만 효과적인 결

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매니폴드게이지의 저압측으로 진공을 

확인을 하시는 작업자분들이 계시

는데 저압게이지는 진공이 되고 있

다는 것만 나타낼 뿐 정확한 진공 수

치를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좌측 그

림 참조)

• 센서보호를 위해 볼밸브를 진공게이지에 연결하여 진공도를 체크할 

때만 밸브를 열어 진공도를 확인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밸브를 닫아

두어 냉동유 및 이물질의 센서 흡입을 방지합니다.

첫째, 볼밸브(진공용)를 사용합니다. 진공게이지 앞쪽에 볼밸브를 장착 후 진공도 측

정을 할 때만 볼밸브를 열어 확인합니다. 진공 작업 시 빨려 나오는 이물질 등이 센

서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진공 작업 후 냉매 충전 시에도 볼밸브만 잠가놓으면 

되기 때문에 센서의 수명과 작업의 편리함이라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진공게이지의 장착 위치는 진공펌프(Vacuum Pump) 쪽이 아닌 시스템에 가

까운 쪽에 장착을 해야 더욱더 정확한 진공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아무시탈착

밸브(Yellowjacket #18975 혹은 #18985)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밸브 뒤에 

나와있는 진공게이지 장착용 포트를 사용하면 정확한 진공 수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셋째, 진공 작업 시 호스는 되도록 짧게 사용하고, 고진공 호스를 사용해야 진공 시

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 진공 후 밸브를 잠그면 왜 진공 수치는 올라가는 것일까?

펌프의 밸브를 잠겄을 때 전자 진공게이지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

다. 이는 분자(일반적으로 수분)가 동관의 표면에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입

니다. 진공 수치가 올라가는 속도를 통해서 얼마나 시스템 내부가 오염(혹은 수분이 

남아있는지)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계속 진공 작업을 할 것인지 끝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공게이지는 반드시 펌프와 멀리 떨어뜨려 연결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시스템의 

고/저압 측에 바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진공게이지를 펌프와 가까이 연결을 하면 펌

프를 껐을 때 진공 수치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공도의 

체크는 펌프를 차단했을 때 시스템 내부의 수분이 벽면에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안정이 되는 단계를 거치는데 진공게이지와 펌프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안정

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상당히 높은 수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고무호

스와 같은 반 다공성 연결구를 사용을 한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진공 후 밸브를 잠가도 진공 단위가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

으로 센서의 고장 및 누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 왜? 꼭 디지털 진공게이지만 사용해야 할까요?

아날로그 진공게이지는 왜 사용하면 안 될까요? 

디지털 진공게이지의 경우 진공도 측정할 때 수분까지 감지를 해서 수치로 나타내 줍니

다. 그러나 아날로그 진공게이지

의 경우 수분을 감지하지 못함으

로 정확한 진공 작업을 위해서는 

꼭!!! 디지털 진공게이지를 사용해

야 합니다. 

간단한 실험으로, 진공펌프에 호

스를 연결하고 T닛불을 이용해 

한 곳에는 진공게이지 다른 한 곳

에는 볼밸브를 연결 후 시험관에 

물을 담아 연결합니다. 물이 들어

간 시험관 앞의 볼밸브는 잠근 상

태로 진공 작업을 한 후 볼밸브를 

열어보세요. 진공게이지의 수치

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부에 수분

이 있다면 진공게이지의 수치는 

절대로 원하는 진공도까지 도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진공게이지가 원하는 만큼의 진공도

를 나타낸다면 배관 내의 수분까지도 제거된 상태입니다.

진공게이지의 선택과 사용

ATM
(대기압)

한칸 = 50.8torr

<저압게이지 한칸 = 50.8torr>

진공게이지 장착위치는 진공펌프와 가까운 위치 보다는 에어컨 실외기(시스템)쪽에 

장착해야 진공도가 정확합니다. (코아탈착밸브 측면 닛불에 연결하여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볼밸브

<93844 : R-22>

<93825 : 410A>

진공게이지

코아탈착밸브

<18975 : R-22>

<18985 : R-410A>

고진공호스

<16248 : R-22>

<01552 : R-410A>

디지털 진공게이지

아날로그 진공게이지

진공펌프

시험관 물

Vacuum Gauges진공게이지

•볼베어링카트리지디자인

- 열을 30% 낮춤

- 마찰 해소로 소음이 줄어듬

- 내구성이 향상됨

- 국제특허 출원중

저소음 저발열 고진공

진공펌프

MODEL VP-2200

CFM 24 CFM (680ℓ/min)

RPM 1720

HP 1.5 HP (1.1 KW)

최저진공도 4 x 10-2

전원 220V / 60Hz

크기 240 × 570 × 400 (mm)

무게 38 kg

MODEL 90065 90067

CFM 5 CFM 7.5 CFM

진공마력 1/2 HP 3/4 HP

모터마력 1/3 HP 1/2 HP

흡입구 3/8" × 1/4" × 1/2" ACME 3/8" × 1/4" × 1/2" ACME

무게 15 kg 15.4 kg

특징과 장점

1. 베어링 카트리지 디자인으로 제품의 신뢰성 및 내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2.  펌프의 고장 중 가장 큰 원인이 장시간 사용함으로 인한 열발생으로 펌프 

내부의 카트리지가 마모되어 진공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열은 마찰에 의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베어링 카트리지 디자인으로 

기존 제품들보다 30% 정도 온도를 낮췄습니다.

4.  베어링 카트리지 디자인으로 인해 제품의 수명연장뿐 아니라 열로 인한 

문제점이 해소되었습니다.

5. 체크밸브 내장형으로 전원이 꺼졌을 때 역류방지 기능 내장

특징과 장점

1. 220V 단상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

2. 6개의 흡입구로 동시에 3개(고·저압 3쌍)의 시스템을 파워풀하게

진공작업 가능

3. 전용핸드카트가 장착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함

4.  측정기기, 연구소, 냉동, 전기, 전자, 의료기기 내부, 반도체 생산라인 등의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산업용 고성능 진공펌프

사용분야

반도체 산업, 의료기기 내부 (오토클레이브 등) 과학기기, 화학산업, 

금속공학분야, 진공포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함

6개의 흡입구로 멀티작업 가능

고급 합금 소재

가스발라스트 내장

커다란 사이트글라스

대용량
냉동 시스템
24 CFM

장시간 진공 혹은 빠른 진공을
원하시는 분께 적극 추천 24

진공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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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69048 

사용범위 25 ~ 0 torr

정밀도 ± 5%

Fitting 1/4"Male Fl

표시단위 Microns, Pa, mBar, mmHg

전원 AAA 배터리 : 2 EA (100시간 연속사용)

크기 110 x 33 x 25 (mm) : 직사각형

무게 77 g

준비/반응 시간 즉시

MODEL 69075

센서종류 Thermocoupler

사용범위 760,000 ~ 1Micron

반응시간 3초

케이블길이 167 cm

사용온도 0 ~ 52 ℃

표시단위 Micron

전원 1.5V

크기 230 × 310 × 60 (mm)

자동꺼짐 가능

MODEL 69047-LTE

사용범위 25 ~ 0 torr

정밀도 ± 5%

Fitting 1/4"Male Fl

표시단위 Microns, Pa, mBar, mmHg

전원 9V 배터리 (300시간 연속사용)

크기 90 x 75 x 30 (mm) : 원형

무게 170 g

준비/반응 시간 즉시

진공게이지진공게이지

특징과 장점

1. 주머니에 쏙 (초소형 진공게이지) 

2. 백라이트 기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하게 확인 가능 

3. 특정기기가  필요 없는 Self 영점 조정기능 

4. 500 psi의 압력까지 견디는 센서

특징과 장점

1. 백라이트 기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하게 확인 가능 

2. 특정기기가  필요 없는 Self 영점 조정기능 

3. 500 psi의 압력까지 견디는 센서

4. 보호용 고무커버 장착 모델

전자식 진공게이지 특징과 장점

대기압(760,000 Micron)부터 1 Micron까지 진공도가

표시되는 고급형 진공게이지

1. 진공 시작단계(대기압)부터 마지막까지 진공상태를 즉시 확인 가능 

2. (대기압) 760,000 ~ 1 Micron까지 진공도가 표시되는 고급형 진공게이지 

3. 최고 품질인 Thermocoupler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진공 및 감도를 극대화시킨 제품 

4. 기존 Thermistor센서와 비교할 수 없는 정확도를 나타냄 

5. 코드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6. Sensor 오염 시 교환 가능

7. 누설이 전혀 없는 아답터

8. 제품을 보호하는 튼튼한 Case

NIST 기준을 따른 정밀한 교정(Calibration) 

주변 온도 변화에 따른 진공 정밀도 자동조절 기능

진공게이지

진공게이지

진공게이지

MODEL 98061

센서종류 Thermocoupler

사용범위 20 ~ 0.001 torr

사용온도 0 ~ 50℃

Fitting 1/4"Female Fl

표시단위 Micron, torr, mtorr, pascal, mmhg, mbar

자동꺼짐 가능 (10분)

전원 9V DC

MODEL 69020

사용범위 25 ~ 0.005 torr

사용온도 0 ~ 40 ℃

Fitting 1/4"Female Fl

표시단위 torr, Pa, Micron, mbar

전원 AAA 배터리 : 2 EA (100시간 연속사용)

크기 153 x 40 x 40 (mm)

무게 175 g

센서 교체형 진공게이지 특징과 장점

1. 최고급 진공 센서 채택 

2. 기존의 Thermocoupler 진공게이지는 성능은 가장 좋았지만, 크기가 커서 

    휴대가 불편하였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휴대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임 

3. 오일이 역류해 센서 쪽으로 들어가도 센서 청소를 하기가 용이해 장기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의 박스형 Thermistor센서는 부정확하고 내구성이 짧은 단점이 있고 수리

가 되지 않아 필드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센서 교체형 진공게이지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징과 장점

1. 최신 기술이 결집된 정밀 디지털 진공게이지

2. 특허받은 페이퍼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직사광선 아래에도 선명하게 보임

3. 타깃 진공 도달 시 알람과 LED 점멸로 쉽게 확인 가능

4. 자동 꺼짐 기능

5. 450 psi의 압력까지 견디는 센서 

생산라인에서 사용되어왔던

써머카플러(Thermocoupler) 센서를

최초로 휴대용 진공게이지에 적용

* 미니 호스, T 닛불 포함

목표 진공도주의알람

현재 진공도 진공단위자동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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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기

MODEL RecoverXLT / 95764

회수능력 (kg/min) 가스 푸시풀 액상

R-22   0.17 4.16 3.1

R-32 0.11 3.41 2.53

R-134a 0.2 4.2 3.14

R-410A 0.18 2.77 2.77

R-1234yf 0.17 2.86 2.86

MODEL YJ-LTE™ / 95733

컴프레서 1/2HP / twin cylinder, reciprocating, oiless

전원 220V / 50/60Hz

크기 229 × 292 × 343 (mm) / 90 × 115 × 135 (mm)

회수능력(kg/min) 가스 푸시풀 액상 High Temp Vapor

R-22 0.17 4.16 3.10 0.13

R-407C 0.14 4.56 3.42 N/A

R-410A 0.16 4.95 4.20 N/A

탄생!! 가장 작고, 가장 가볍고,

보다 파워풀한 냉매회수기

YELLOW JACKET이 만들어 한단계 진보합니다.

1. 트윈 실린더 컴프레셔 장착으로 두배 빠른 회수능력 

2. 보기 쉽고 내구성 강한 오일 게이지 장착 

3. 직렬연결된 드라이브 냉각팬과 극대화한 열교환기 장착으로    
    더운 여름에도 빠른 작업 가능

4. 더블 오일레스 컴프레셔 장착

더블 오일레스 컴프레셔 장착 (Upgrade)

냉매회수기 특징과 장점  

1. 밸브 하나로 간단하게 조작 가능 

2. Twin 실린더로 더욱 빠른 회수 속도 가능 

3. 3M 전원코드로 가연성 냉매도 안전하게 사용 

4. 퍼지 기능이 있어 잔류 냉매를 손쉽게 빼낼 수 있습니다. 

5. PUSH-PULL기능 채택으로 대용량 냉동기·에어컨의 냉매를 빠른 시간 안에 회수시킬 수 있습니다. 

6. 내장형 150 mic. 매쉬 필터로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 제품을 보호 

7. 전원을 끄지 않고서도 퍼지를 할 수 있습니다.

냉매회수기 (Premium Recovery XLT)

Recovery Systems회수시스템

냉매분석기

MODEL 69044

사용범위 760 ~ 0 torr

표시단위 torr.in/hg

진공게이지 (아날로그)

기존 저압 게이지의 진공도보다 훨씬 정밀한 아날로그 진공게이지

•보기 편리한 커다란 80Ø 게이지

유럽에서는 더 이상 R-22 냉매를 생산 또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MODEL 69HVAC-PRO2 691234YF

분석가능냉매 (% 표기) R-22, R-32, R-134a, R-404A, R-407C, R-410A,
Hydrocarbons and Air R-1234yf, R-134a, R-22, Hydrocarbons and Air

확인가능냉매
R-12, R-1234yf, R-408A, R-409A, R-417A, R-421A, R-421B,

R-422A, R-422B, R-422C, R-427A, Hydrocarbons
R-1234yf, R-134a, R-22, Hydrocarbons and Air

무게 4.5 kg 4.5 kg

정확도 ± 2% ± 1%

전원 12V DC (2A) / 220V 12V DC (2A) / 220V

사용온도 10 ~ 49 ℃ 10 ~ 49 ℃

분석시간 3분 이내 2분 이내

테스트 압력 50 ~ 500 psi 최대 300 psi 

1. 기본 냉매인 R-22를 회수 및 폐기,
또는 재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

2. 휴대가 간편하고 단 몇 분 이내로 냉매 분석 완료

3. CE, UL, SAE 인증

* 냉매분석 후 분석결과를 프린팅 가능

EU Standard 충족 모델
R-32와 같은 가연성냉매도 사용 가능

* 환경동단 등록 제품

* 환경동단 등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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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Systems회수시스템

냉매회수기

유분리기
기능 내장

냉매회수기

냉매회수기

냉매회수기의 특징과 장점

1. R-32 또는 R-1234yf와 같은 가연성 냉매회수 가능

2. Brushless DC 모터 (1HP) 

3. 트윈 피스톤 장착으로 보다 빠른 냉매회수작업 가능

4. 디지털 방식으로 정밀한 압력 조절 가능 

5. 초경량 11 kg으로 휴대가 간편함(열교환기 내장된 제품 중 가장 가벼움)

MODEL VRR24M

사용가능냉매

•Category Ⅲ : R-12, R-134a, R-401C, R-406A, R-500

•Category Ⅳ : R22, R401A, R401B, R402B, R407C, R407D, 
 R408A, R409A, R411A, R411B, R412A, R502, R509

•Category Ⅴ : R402A, R404A, R407A, R407B, R410A, R507 

전원 220~240V / 50-60Hz

모터HP Brushless DC Motor 1HP

RPM 3,000 RPM

컴프레셔타입 Oil-less, Aircooled, Piston style

자동정지 558 psi

분당
회수
능력
(kg/
min)

Category Ⅲ Category Ⅳ Category Ⅴ 

Vapor 0.4 0.5 0.5

Liquid 3 3.85 3.85

Push/Pull 7.5 8.5 9.5

사용가능온도 0 ~ 40℃

크기 380 × 250 × 360 (mm)

무게 11 kg

냉매회수기

냉매회수기의 특징과 장점

1. 듀얼 피스톤 방식

2. 오일 분리기 내장

3. 자동 정지 기능

4. 사용하기 쉬운 원키(One-key) 밸브

MODEL VRR-24L OS

사용가능냉매

•Category Ⅲ : R-12, R-134a, R-401C, R-406A, R-500

•Category Ⅳ : R22, R401A, R401B, R402B, R407C, R407D, 
 R408A, R409A, R411A, R411B, R412A, R502, R509

•Category Ⅴ : R402A, R404A, R407A, R407B, R410A, R507 

전원 220~240V / 50-60Hz

모터HP 1 HP

RPM 1,750 RPM

자동정지 558 psi

분당
회수
능력
(kg/
min)

Category Ⅲ Category Ⅳ Category Ⅴ 

Vapor 0.4 0.5 0.5

Liquid 3 3.5 3.5

Push/Pull 7.5 8.5 9.5

사용가능온도 0 ~ 40 ℃

크기 450 × 250 × 355 (mm)

무게 14.7 kg

유분리기
기능 내장

* 환경공단 등록제품* 환경공단 등록제품

* 환경공단 등록제품* 환경공단 등록제품

MODEL 69400-220

무게 11 kg

크기 300 x 200 x 270 (mm)

컴프레셔 1/2 HP / oilless (Twin pistion)

전원 220V / 60Hz

회수가능냉매 CFC, HCFC, HFC & 가연성냉매

휴대하기 편리한 COMPACT 한 디자인의

"Mini Twin" 회수기 탄생!

Mastercool 사의 Twin Trubo Series로 회수능력과 속도는 동일.

가연성 냉매도 회수 가능한 Safest Spark Free 모델. 

• 듀얼 피스톤 장착으로 뛰어난 회수 능력

분당회수능력 가스 액상 푸시폴

R-22   390 g 3100 g 8100 g

* 위 사양은 제조사 자체 Test 기준* 위 사양은 제조사 자체 Test 기준

MODEL 69350-220

컴프레서 1/2HP / Oiless

전원 220V / 60Hz

크기 457 × 254 × 356 (mm)

무게 11 kg

회수가능냉매
R-12, 22, 500, 502, 410A, 407C, 404A, 507A, 134a

및 CFC's, HCFC's, HFC's 류의 모든 냉매

분당회수능력 가스 액상 푸시폴

R-22   390 g 3100 g 8100 g

유분리기 및 필터 드라이어 내장형 회수기로

보다 편리하고 간단하게 회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흡입, 토출 변에 피스톤 실린더 방식(세라믹제)을 채용해서

냉매 및 고압 신냉매를 쉽게 단시간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 듀얼 피스톤 장착으로 뛰어난 회수 능력

• 고압에서의 안전차단 센서

• Twin Oilless compressor 장착 모델

* 위 사양은 제조사 자체 Test 기준* 위 사양은 제조사 자체 Test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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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Systems회수시스템

가정용 냉장고등 서비스 포트가 없는 제품의 

동관에 직접 구멍을 뚫어 포트를 만들 수 있음

60667 탭바이스 (5 mm ~ 22 mm)

60668 탭바이스 니들

19022 가스켓 ( 5 EA / Pack)

•회수기 컴프 보호

•회수냉매 이물질 및 수분제거

•1/4"Female × 1/4"Male

95014 냉매회수 필터

• DOT & TC Certified

•50Lb (23 kg)

•R-410A (400 psi)

•무게 : 12.8 kg

[임시품절]

95007 회수용기 (23 kg)

• 냉매의 흐름을 볼수 있음

• Fitting : 1/4"× 1/4"

사이트글라스

HJS-325 사이트 글라스

가정용 냉장고등 서비스 포트가 없는 제품의 

동관에 직접 구멍을 뚫어 포트를 만들 수 있음

343 탭바이스 (5 mm ~ 22 mm)

343-PC 탭바이스 니들

탭 바이스 냉매회수 필터탭 바이스

311mm

3
1

1
m

m

311mm

3
1

1
m

m

69011 회수용기 (23 kg)

•DOT & TC Certified  •50Lb (23 kg)

•R-410A (400 psi)   •무게 : 10.75 kg

•가스퍼지 가능한 체크밸브 내장형

[임시품절]

회수용 실린더

285mm

8
1

0
m

m

•DOT & TC Certified

•92.5LBS (41.95 kg)

•R-410A (400 psi)

•무게 : 22.9 kg

[임시품절]

회수용 실린더

68010 회수용기 (45 kg)

•냉매회수 작업 시 과충전 방지 

6533-03 냉매 과충전 방지 센서 (회수용기 장착)

회수용기
오버플로우센서

90333-R 90335-R

호스 끝부분(시스템 연결 부분) 체결 시, 호스 내부의 압력 

또는 진공을 외부(대기압)와 차단합니다. *체결 시(열림), 

미체결시(닫힘) 

효과 : 메니폴드게이지 작업 후 호스 내부의 압력 또는 

진공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RCV-04 (R-22用) / RCV-05 (R-410A用)

압력이 높은 시스템(에어컨, 냉동기 등)과 호스를 체결 혹은 

해제 시 냉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 : 시스템에 호스 연결 시 냉매 누출로 인한 동상 또는 

장갑이 호스 닛불에 붙어버려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면, 

본 제품을 사용하시면 그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9603 9611

냉매 차단 닛블 컨트롤 밸브 C&DT 연결 아답터

 사용빈도가 많은 T 닛불

한쪽을 체결 시 편리한 너트를 장착하였습니다.

*진공·회수 작업 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8087 트랩분리기 (1/4"Male)

38081 교환용 필터 

•누설차단제, 냉동유, 형광액,
슬러시 이물질등을 걸러서
순수냉매만을 회수기로
보내는 역할

•필터교환(5분이내)

•싱글A/C 50대 사용

•무게 : 0.6 kg

•크기 : 245 × 68 (mm)

트랩분리기
회수기 고장 방지 필수품

회수용 실린더

60667 343

MODEL Recoverymate / 69500

무게 5.5 kg

크기 380 × 100 × 430 (mm)

• 냉매 회수기 냉동유 및 수분을 걸러 보다 깨끗한 냉매 회수 가능. 

• 4-Valve 매니폴드게이지로 편리한 회수 및 충전 기능. 

• 커다란 사이트글라스를 통해 냉매의 오염도 및 이동을 손쉽게 확인. 

• 구성: 4-Valve 매니폴드게이지, 오일 세퍼레이터, 드라이어,
호스 60"-RYB+검정호스(진공용)

냉매충전용 밸브

매니폴드저압측 밸브

매니폴드고압측 밸브

진공용 밸브

액상
밸브

가스
밸브

흡입 Port오일배출구 수분확인
사이트글라스

필터 드라이어

전자저울

유분리기

서브 쿨러 디바이스

여름철 냉매회수를 도와주는 서브 쿨러 디바이스TM

무더운 여름철 급격하게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MODEL 제품특징 비고

M10520 최대 50 % 까지 시간절약 서브쿨러 디바이스

•냉매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므로

더운 여름철에 작업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수기 보호와 빠른 회수를 위한 안성맞춤 서브 쿨러 디바이스. 

•최대 50 % 까지 작업효율과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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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anTooth series

최소압력단위  0.1 psi, 0.01 kg/cm2, 0.1 bar, 1 Kpa, 0.01 Mpa

압력정확도 0.5 %(25 ℃), 1 %(12 ~ 54 ℃), 2 %(-40 ~ 120 ℃)

사용압력 0 ~ 700 psi

파괴압력 1500 psi

사용범위 -20 ~ 71℃ (38℃이하의 온도에서 사용 권장)

온도정밀도 ±0.2 ℃

무게  225 g

냉매종류  98개(NIST냉매, 새로운 냉매 업데이트 가능)

MODEL 사이즈

67020 (NEW) Mantooth-V (진공게이지 전용)

67021 (NEW) Mantooth-PTV 싱글

67023 (NEW) Mantooth-PTV 듀얼

67030 진공게이지센서 (for 67020, 67021, 67023)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시작화면 냉매 등 설정화면 세팅 설정화면 실시간 압력 및 포화온도 그리고 과열도, 과냉도 확인이 가능

블루투스 매니폴드 게이지

특징과 장점 

1. 냉매 낭비 없이 시스템을 확인 및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매니폴드 방식 대비 50배 절약 가능) 

2. ManTooth RSA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및 iOS 사용 가능) 

3. 시스템 내의 압력, 온도, 과열, 과냉도를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마이크로 5핀 포트로 간편, USB 포트로 충전 가능      

    (갤럭시 스마트폰과 같은 충전 케이블 사용) 

5. 내장 충전지로 약 10시간 연속 사용 가능 

6. 작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history 기능 

7. 작업내용 및 결과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이메일 발송 가능

•  에어컨 냉매 :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변천사

몬트리올 협정서에 의거한 금지 물질                 교토 협정서에 의거한 금지 물질 

오존층 보호를 위한 CFCS 냉매 금지 해제                온실가스 방출 감소를 위한 해제  

선진국

차세대
냉매

개발도상국

CFC
(R12)

HCFC
(R22)

HFC
(R410A)

오존파괴계수 1.0 0.050 0 0

지구온난화계수 10,900 1,810 2,900 Lower

R-32의 특징 

현재 선진국에서
사용중인 냉매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사용중인 냉매

R-22
(HCFC)

R-410A
(HFC)

오존층보호

경제성

안전성 에너지 효율

LCCP*2

오존층보호

경제성

안전성 에너지 효율

LCCP*2

세계 온난화 지수 1,810 2,090

R-32 냉매의 특징 

1. R-410A를 대체하기 위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사용을
시작하였습니다. 

2. R-32냉매는 순수 냉매이며, 현재 대한민국 및 여러 나라에서

R-22대체 냉매로 사용하고 있는 R-410A 냉매는 R-32냉매와 

R-125를 50 대 50으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매를 

1:1로 혼합하여 사용하므로 시스템 내의 냉매 누설로 인하여 

410A의 냉매 구성비가 틀려질 경우 효율 저하로 인하여 A/S 비용 

증가와 작업의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GWP = 1430 GWP(Global Warming Potential)

(참고: R-22: GWP=1,700 / R-410A : GWP=1,725) 

4. Low Flammable(Class 2 Level) : R-410A보다 점화 속도가

빠르므로 R-32냉매 전용 진공펌프 및 장비가 필요합니다. 

5. R-410A와 압력은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냉매량은 R-410A의

절반 정도로 사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큽니다.

차세대 냉매

R-32
(HFC)

R-1234yf
(HFO)

R-290A
(Propane)

3.34675

오존층보호

경제성

안전성 에너지 효율

LCCP*2

오존층보호

경제성

안전성 에너지 효율

LCCP*2

오존층보호

경제성

안전성 에너지 효율

LCCP*2

*그래픽 자료출처 : DAIKIN

R-32 냉매 전용 공구 제품

Manifold Systems매니폴드시스템

MODEL CFM RPM

VI-2120 12 CFM 2500

MODEL RPM 컴프레셔타입

VRR24M 2500 Oil-less, Aircooled, Piston style

MODEL 감도

55800 1.5 g/yr

MODEL 호스구성 압력표시

49965 RYB-60"(1/4" × 5/16") +Y-60" ℃/psi

VMG-2-R-32 RYB-60"(1/4" × 5/16") ℃/℉/psi/bar

진공펌프

냉매회수기

매니폴드게이지

누설탐지기

@ 듀얼 맨투스 

@ 진공게이지 센서 

@ 진공게이지 (Bluetooth)

67023

67030

6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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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V 디지털 매니폴드

2-V 디지털 매니폴드

아날로그식 표시창

MODEL 99961

압력단위 psi, in/hg, bar, mPa, kg/cm2

진공단위 micron, mbar, kpa, pa, torr, mtorr, mmhg

압력최소단위 1 psi

사용압력 1 ~ 750psi (25kg/cm2)

최대압력 1,000 psi

냉매온도범위 -40 ~ 93 ℃

온도정밀도 ±0.5 ℃

진공게이지 외장형 센서 (Thermocoupler) 25,000 ~ 1 Micron

전원 9V DC (A/C, D/C 아답터연결 가능)

배터리수명 약 30 ~ 36시간 (연속사용시)

자동꺼짐 15분

MODEL 99661-A

압력단위 psi, in/hg, bar, kPa, mPa, kg/cm2 (0 ~ 1,000 psi)

압력최소단위 1 psi

냉매온도범위 -40 ~ 93 ℃

진공게이지 외장형 센서 (Thermocoupler) 25,000 ~ 1 Micron

전원 9V DC

배터리수명 약 30~36시간사용 (진공게이지 사용시 약 25~30시간 사용)

사용온도 0 ~ 93℃

사용압력 1 ~ 750 psi (25 kg/cm2)

최대압력 1,000 psi

진공 작업에서부터 냉매 충전까지 호스 교환 없이 한 번에 

1. Class 1(1%) 게이지 정밀도

2. 정밀한 진공도 측정 가능 

3. 진공과 모든 냉매 충전을 호스 교환 없이 작업 

4. 온도 프로브를 통한 즉각 과열도 & 과냉도를 연산 

5. 3/8"구경으로 되어있어 빠른 진공 및 냉매 충전 

6. 24시간 데이터 저장 & 15개의 이전 사용기록 보관 

7. Window 2000, XP, Window Vista, Window 7 이상

8. 압력센서 0점 조정 가능

진공 확인에서부터 냉매 충전까지 이젠 메니폴드게이지 하나로 

1. 알아보기 쉬운 커다란 LCD를 통해 압력, 포화 온도, 실제 온도, 과열도 및  
    과냉도까지 61가지의 냉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2. 클램프를 통해 실제 온도를 나타내며 자동적으로 과열도 혹은 과냉도를  
    연산합니다. 

3. 진공게이지를 통해 정확한 진공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 친화적 구조로 조작이 간편합니다. 

5. 미국의 Class 1 standard 규격에 적합한 정밀한 게이지 수치를 나타냅니다. 

6. 압력센서 0점 조정 가능

※컴퓨터 별도

3/8" 연결구

대응냉매 (총 61가지 냉매)

R-11, 12, 13, 21, 22, 23, 32, 113, 114, 115, 116, 123, 124, 125, 134, 134a, 141B, 142B, 143, 

143A, 152A, 176, 218, 290, 401A, 401B, 401C, 402A, 402B, 403A, 403B, 404A, 405A, 406A, 

407A, 407B, 407C, 407D, 408A, 409A, 410A, 410B, 411A, 411B, 412A, 413A, 414A, 414B, 

417A, 422A, 422D, 427A, 501, 502, 503, 504, 507A, 508B, 509A, 600, 600a, 601, 601a

ㆍ컴프레셔 흡입라인에 연결 ㆍ팽창변 직전 라인에 연결

온도센서 온도센서

과열도

ㆍ컴프레셔 흡입라인에 연결 ㆍ팽창변 직전 라인에 연결

온도센서 온도센서

과냉도

진공게이지
+ 압력 + 과열도

+ 과냉도
 + 61가지 냉매표

진공게이지
+ 압력 + 과열도

+ 과냉도
 + 61가지 냉매표

4-V 디지털 매니폴드 

MODEL 사양

40870 P51-870 Titan 4-V (Full set)

67030 진공 센서

67010 온도 클램프 

10146 백팩 가방 

특징과 장점

1. 4.3" Full color 그리고 터치스크린 

2. 압력/온도 측정의 디지털/그래픽 표현 

3. 진공 센서 내장 

4. 1/4" 적 / 홍 / 청 호스 포함 

5. 3/8" 노랑색 호스 포함 

6. 온도 클램프 포함. (2개) 

7. 휴대용 백팩 포함

8.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데이터를 저장, 송신할 수 있음

9. 과열도/과냉도 즉시 계산 

10. USB를 통해 PC로 Data 전송 가능 

11. Yellow Jacket Mantooth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Data 전송 가능 

12. 126가지 냉매 사용 가능 

13. 백라이트 기능 

14. 알람 기능 (High or Low) 

15. 사용시간 : 80 시간 (백라이트 사용 시 : 5시간) 

16. 사용압력 : 700 psi 

17. 내부 구성 : 터치스크린 4-V Titan, 진공게이지, 온도 클램프(2개),
호스 RYB+Yellow(3/8")

터치스크린
방식

압력 / 진공 / 누설 테스트 온도 Probe

진공 누설 테스트 압력 누설 테스트

고/저압력 진공도 측정

126가지 냉매 선택 측정 단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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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사용냉매 호스구성 압력표시

33661-EBK1-G R-22, R-410A
RB(60")-1/4"x5/16"

Y(60")-1/4"x1/4"
kg/cm2, psi

MODEL 사용냉매 호스구성 압력표시

96261-EBK1 R-22, R-410A RYB (60")+ B(고진공) kg/cm2, psi

MODEL 사용냉매 호스구성 압력표시

33661-MBRK1-G
R-22, R-134a,

R-404A, R-407C
RYB(60") kg/cm2, psi

MODEL 사용냉매 호스구성 압력표시

93661-MBRK1
R-22, R-134a,

R-404A, R-407C
RYB(60") kg/cm2, psi

매니폴드게이지 (4-V) 매니폴드게이지

알루미늄 
Body

사이트
글라스

매니폴드게이지 (R-410A) 매니폴드게이지 (R-22)

1. 고품질 호스 사용으로 압력과 진공 시 누설이 거의 없습니다. 

2. 호스가 부드러워 작업이 편리합니다. 

3. 410A 전용 게이지로 냉동유가 섞일 염려가 없습니다. 

4. 흰색 바탕의 게이지 눈금이 보기 편리합니다. 

5. 튼튼한 게이지 커버가 있어 충격에도 강합니다. R-410A

R-22

80Ø

1. kg과 ℃를 채택하여 사용하기 편리함 

2. 보기 편리한 큰 글씨 

3. 베스트셀링 게이지 세트 

4. R-22 & R-134a 사용 가능 

5. 튼튼한 게이지 보호 커버

R-22

R-404A

R-134a

R-407C

80Ø

R-22

R-410A

1. 볼밸브 호스 내장

2. 사이트 글라스 내장

80Ø
1. 사이트 글라스가 있어 냉매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2. 고품질 알루미늄 몸체 

3. 튼튼한 게이지 보호 커버

R-22

R-404A

R-134a

R-407C

80Ø

매니폴드게이지 (2-V Titan)

매니폴드게이지 (R-410A) 매니폴드게이지 (R-22)

매니폴드게이지 (4-V Titan) 

1/4"Flare

1/4"Flare

적용호스

1/4"Flare

5/16"Flare

※ 노랑호스 1/4"×1/4"

적용호스

1/4"Flare

5/16"Flare

※ 노랑호스 1/4"×1/4"

적용호스

MODEL 호스구성 압력표시

41704 RYB-48"

kg / cm2 / psi / ℃
41705 RYB-60"

41706 RYB-72"

41709 RYB-60" (1/4" × 1/4")

1. Flutterless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정밀한 게이지 사용

2. 호스의 누설이 가장 적은 최고급 품질의 호스 사용

3. 실외기 Port가 1/4"로 되어있는 유니트에 사용 R-410A

MODEL 호스구성 압력표시

41199 R&B-36" & Y-60"

kg / cm2 / psi / ℃41295 RYB-60"

41296 RYB-72"

1. Yellow Jacket 베스트셀링 아이템

2. Flutterless 테크놀러지 적용한 정밀 게이지

3. 부드럽고 기밀성이 뛰어난 최고품질의 호스

R-22

R-12

R-502

1/4" 1/4"1/4" 3/8"

MODEL 사용냉매 호스구성 압력표시

49911 R-22, R-134a, R-404A RYB(60") + Y(고진공)

bar / psi
49965 R-410A, R-32

RB(60")-1/4"x5/16"
Y(60")-1/4"x1/4"

Y(고진공)-3/8" x 3/8"

R-22

R-404A

R-134a

R-410A

R-32

80Ø

MODEL 사용냉매 호스구성 압력표시

49811 R-22, R-134a, R-404A RYB (60")

bar / psi
49865 R-410A, R-32

RB(60")-1/4"x5/16"

Y(60")-1/4"x1/4"

1. 매쉬필터가 내장되어 있어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

2. 튼튼한 합금 몸체

3. 80 mm 커다란 게이지

4. 더블 오링 피스톤으로 이중으로 누설방지

R-22

R-404A

R-134a

80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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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2

R-404A

R-134a1. 사이트글라스가 있어 냉매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2. 보기 편한 게이지 눈금

MODEL 호스구성 압력표시

560G RYB-60" kg/cm2/psi/℉

MODEL 호스길이 사용냉매

560-GF 60"(1.5m) RYB-Set R-22, R-134a, R-404A

매니폴드게이지 (R-22)

매니폴드게이지 (고정밀)

매니폴드게이지 (R-22)

매니폴드게이지 (오일)

MODEL 호스구성 압력표시

500CD RYB-60" kg/cm2/℉

R-22

R-12

R-502

MODEL 호스구성 압력표시

42435 RYB-60" kg/cm2/psi/℉

1. 1 % Accuracy (1 Class) 

2. 일반 게이지와 달리 게이지 안의 기어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루어져 있어 
     내구성 및 정확성이 매우 향상된 제품입니다.

※ Yellow Jacket Certified Gauges란?

•0~500 psi까지 정밀도가 ±1 % 이내의 제품 

•보통 게이지의 기준 구간은 3개이나 본 게이지는 기준 구간이 10 m이고
    전체 정밀도가 ± 1% 이내인 게이지

R-22

R-404A

R-134a1. 냉매의 이동이 보이는 커다란 사이트글라스

2. 내구성이 좋은 오일게이지

R-22

R-404A

R-134a

OIL

MODEL 사용냉매 호스구성 압력표시 진공단위

VDG-2-S1

9가지

(R-22, R-32, R-290, 
R-410A, R-922B, 
R-134a, R-404A,
R-407C, R-507)

RB(60")

-1/4"x5/16"

Y(60")

-1/4"x1/4"

psi, bar,

kg/cm2,

kpa, Mpa 

inHg

9가지 냉매

MODEL 사용냉매 호스구성 압력표시

VMG-2-R-22
R-22, R-134a,

R-404A, R-407C
RYB(60")-1/4" x 1/4" kg/cm2, psi

VMG-2-R-410A R-410A
RB(60")-1/4"x5/16"

Y(60")-1/4"x1/4"
bar, psi

1. 튼튼한 게이지커버

2. 커다란 사이트글라스

3. 튼튼한 알루미늄 합금 몸체

4. 부드럽고 그립감 있는 손잡이 R-410A

R-22

R-404A

R-134a

R-407C

매니폴드게이지

매니폴드게이지 (4-V) 매니폴드게이지 (4-V 디지털)

매니폴드게이지 (2-V 디지털)

MODEL 사용냉매 호스구성 압력표시

VMG-4-

R-410A

R-22, R-134a,

R-407C, R-410A

RB(60")-1/4"x5/16"

Y(60")-1/4"x1/4"

B(고진공)-3/8" x 3/8"

bar, psi

R-22

R-134a

R-407C

R-410A

* 5.8 psi (0.4 kg) 이상부터 압력 값 표시
  (0~5.8 psi 사이의 압력 값은 0으로 표시)
* 진공단위는 inhg 단위로 torr 단위 처럼 정밀하지 않습니다. (단순참고용)

MODEL 사용냉매 호스구성 압력표시 진공단위

VDG-4-S1

9가지 (R-22, R-32,

R-290, R-410A, R-922B, 

R-134a, R-404A,

R-407C, R-507)

RB(60")-1/4"x5/16"

Y(60")-1/4"x1/4"

B(고진공)-3/8"x3/8"

psi, bar,

kg/cm2,

kpa, Mpa 

inHg

9가지 냉매

* 5.8 psi (0.4kg) 이상부터 압력 값 표시
  (0~5.8 psi 사이의 압력 값은 0으로 표시)
* 진공단위는 inhg 단위로 torr 단위 처럼 정밀하지 않습니다. (단순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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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호스길이 사용냉매

40318 압력표시 psi/℉

MODEL VDG-S1

사용냉매
R-22, R-32, R-290, R-410A, 1234yf, R-134a,

R-404A, R-407C, R-507

압력단위 psi, bar, KPa, MPa, kg/cm2

온도표시  ℃, ℉

진공단위 inHg

최소단위 1 psi

전원 9V DC 배터리 (약 50시간 사용 가능)

MODEL VMG-1-S-L

사용냉매 R-22, R-134a, R-407C, R-410A

단위 ℃, bar, psi

호스구성 Y-60", B-36"

싱글게이지 세트 

R-22

R-12

R-502

싱글게이지

싱글게이지 세트 (디저털)

1. System 저압측 압력 체크   

2. Double O-ring 피스톤

3. 호스 불포함 

1. 커다란 사이트글라스   

2. 튼튼한 게이지 커버   

3. 알루미늄 바디

R-22

R-134a

R-410A

R-407C

MODEL SIZE

49090 68 mm

49190 80 mm

MODEL

6568RB

SIZE

65~68 (mm)

매니폴드 손잡이매니폴드 손잡이 매니폴드 손잡이

MODEL 재질

41143 METAL

MODEL 재질

405-RH/RL 고무

MODEL 재질

34219 METAL

•튼튼한 하드케이스

•호스 구성 :

   - Y : 60"-1/4"x1/4"

   - B : 36"- 5/16" x 1/4"
            (볼밸브 호스)

* 5.8 psi (0.4 kg) 이상부터 압력 값 표시
   (0~5.8 psi 사이의 압력 값은 0으로 표시)

* 진공단위는 inhg 단위로 torr 단위 처럼 정밀하지 않습니다. (단순참고용)

게이지 커버 게이지 커버

MODEL 호스구성 압력표시

43363 RYB-36"

kg/cm2/psi/℃43365 RYB-60"

43369 RYB-72"

MODEL 호스구성 압력표시

40193 몸체 + NHA 48" 호스세트

bar/psi40201 고압 / 0 ~ 400 psi

40202 저압 / 0 ~ 150 psi

1. Flutterless 테크놀로지 적용한 정밀 게이지 

2. 신냉매에 최적인 기밀성이 뛰어난 PlusII 호스 

3. R-134a 냉매 측정용 게이지 세트

1. Heavy Duty 매니폴드게이지

2. Cast Iron 몸체

3. ℃ & psi 

4. 암모니아용 눈금

5. 암모니아 가스가 차있는 시스템에 사용

6. 반드시 NH3급의 호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7. 게이지안의 튜브는 316 스테인레스 재질

8. Steel 소켓

매니폴드게이지 (히트펌프 用)

매니폴드게이지 (R-134a) 매니폴드게이지 (R-407C)

매니폴드게이지 (암모니아 用)

R-404A

R-134a

R-507

MODEL 호스구성 압력표시

41332 RYB-36"
bar/psi/℃

41335 RYB-36"

1. Flutterless 테크놀러지 적용한 정밀 게이지

2. 신냉매에 최적인 기밀성이 뛰어난 PlusII 호스

3. R-407C 냉매 측정용 게이지 세트

R-404A

R-134a

R-407C

MODEL 호스구성 압력표시

42044 60"-Black × 3 psi/℉

1. 1% 정밀도 (Class 1)의 정밀 게이지

2. 80 mm 스틸 게이지

3. 고/저압 사용압력 800psi

4. 고/저압 게이지 내구성이 탁월함

• 히트펌프가 히팅 모드 시에 저압측 게이지의 고장이 잦습니다.

• 본 제품은 양쪽 다 800 psi의 견고한 게이지 채택

• UL 승인된 4,000 psi의 히트펌프용 호스

R-22

R-407C

R-410A

40202 4020140193

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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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49027 500 psi
kg/cm2/psi/℃

저압 49028 350 psi

R-22

R-12

R-502

68Ø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49057 500 psi
kg/cm2/psi/℃

저압 49058 350 psi

R-404A

R-134a

R-507C

68Ø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49035 800 psi
kg/cm2/psi/℃/℉

저압 49036 500 psi

R-410A

68Ø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49063 500 psi
bar/psi/℃

저압 49064 350 psi

R-407C

R-404A

R-134a

68Ø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MBRKH1 500 psi
kg/cm2/psi/℃

저압 MBRKL1 350 psi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EBHK1 800 psi
kg/cm2/psi/℃

저압 EBLK1 500 psi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RG-500 500 psi
kg/cm2/psi/℃

저압 RG-250 250 psi

R-22

R-12

R-502

68Ø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431-CM 500 psi
kg/cm2/psi/℉

저압 432-CM 350 psi

R-22

R-12

R-502

68Ø

R-22

R-404A

R-134a

R-407C

R-22

R-410A

80Ø

80Ø

게이지 (R-22)

게이지 (R-22/R-410A)

게이지 (R-407)

게이지 (R-134a)

게이지 (R-22)

게이지 (R-22)

게이지 (R-410A)

게이지 (R-22)

R-744는 친환경 자연냉매로써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ODP (Ozone Depletion Potential)=0 (Ex R-12 = 1.0, R-22 = 0.05) 

GWP (Global Warming Potential)=1 (Ex R-22 : 1810, R-410A : 2088) 
오존 파괴지수(ODP)가 0이고 지구온난화(GWP) 수치가 1 밖에 되지 않는다. R-744 냉매는 우수한 열역학적인 특성과 낮은 에너지 사용으로 산업용 열 추출, 냉장창고, 해운선박, 

냉장 및 이동식 에어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른 냉매와의 큰 차이점은 상용 압력은 높은 고압냉매이다.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최대 90 bar의 압력을 견디도록 

특수 장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R-744 냉매의 특성 (CO2)

매니폴드게이지 (R-744)

45925 Titan 4-V 매니폴드, Black(3EA)+Yellow(1EA) (each 200 cm) 

45922 Black 고압호스 (200 cm)

45923 Titan 4-V 매니폴드 가방

14579 Yellow (고진공호스) : 200 cm

게이지 (R-744)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설명

고압 49193 3000 psi
psi, bar

오일게이지
(80 mm)저압 49194 1500 psi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설명

고압 55102-2400 2400 psi
psi, MPa

오일게이지
(70 mm)저압 55102-1400 1400 psi

매니폴드게이지 (R-134a)

MODEL 호스구성 압력표시

55661 메탈호스 × 60" Mpa/psi

1. 1.0 Class의 정밀 게이지

2. 압력에 강하고 누설이 없는 Metal호스 채택

1. R-744 냉매인 CO2 시스템에 사용 가능

2. Commercial 냉동 시스템

3. 업소용 냉장고

4. CO2 보관 창고

5. 원 버튼 오퍼레이션

6. 20시간 연속 사용 가능

MODEL EL-720

크기 203 × 63 × 57 (mm)

무게 425 g

배터리 4 X AA

감도 Hi(400ppm) & Low(4000ppm)

준비시간 10초

0점 조정 자동

반응시간 1초

게이지 (R-744)

OIL

OIL

CO2 누설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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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1 정밀한 게이지 ·보기 편리한 80 mm 게이지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49159 800 psi
bar/ psi/ ℃

저압 49160 500 psi

80Ø

R-410

R-32

·Class 1 정밀한 게이지 ·보기 편리한 80 mm 게이지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49111 500 psi
bar/psi/℃

저압 49112 350 psi

80Ø

R-422D

R-422A

R-417A

·Class 1 정밀한 게이지 ·보기 편리한 80 mm 게이지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49169 500 psi
bar/ psi/ ℃

저압 49170 350 psi

R-22

80Ø

R-134a

R-404A ·Class 1 정밀한 게이지 ·보기 편리한 80 mm 게이지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49131 500 psi
bar/ psi/ ℃

저압 49132 350 psi

80Ø

R-404A

R-134a

R-407C

·1%(Class 1)의 정밀한 게이지  ·바늘 떨림이 없음.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49511 500 psi
bar/ psi/ ℃

저압 49512 350 psi

80Ø

R-22

OIL

·1%(Class 1)의 정밀한 게이지  ·바늘 떨림이 없음.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49519 800 psi
bar/ psi/ ℃

저압 49520 500 psi

R-410

80Ø

OIL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500-GF 500 psi
℃/kg/cm2

저압 250-GF 350 psi

R-404A

63Ø

R-22

R-134a

OIL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49517 800 psi
bar/ psi/ ℃

저압 49518 500 psi

80Ø

R-404A

R-134a

R-407C

OIL

·1%(Class 1)의 정밀한 게이지  ·바늘 떨림이 없음.

게이지 (오일)

게이지 (오일)

게이지 (R-417A)

게이지 (R-134a)

게이지 (오일)

게이지 (오일)

게이지 (R-32 / R-410A)

게이지 (R-22)게이지 (디지털)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VDG-H 800 psi psi, bar, Mpa, kg/
cm2, Kpa저압 VDG-L 800 psi

VDG-L VDG-H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VG-H 350 psi
psi / ℉

저압 VG-L 500 psi

68Ø

R-134a

R-22

R-407C

R-410A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EH 800 psi
kPa, psi

저압 EL 500 psi

R-410A

80Ø

·Class 1.6 정밀한 게이지 ·보기 편리한 80 mm 게이지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VG-32-H 800 psi
℃/psi/bar

저압 VG-32-L 550 psi

80Ø

R-32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CH 340 psi
kg/cm2, psi

저압 CL 430 psi

·Class 1.6 정밀한 게이지 ·보기 편리한 80 mm 게이지

80Ø

R-134a

R-22

R-407C

R-404A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49067 350 psi
℉/psi

저압 49068 500 psi

게이지 (고정밀)

MODEL 사양 압력표시

RG-600-80 -30 ~ 43 psi -30 ~ 43 psi

80Ø

냉매캔 연결 냉장고 연결

MODEL 최대압력 압력표시

고압 VG-1234-H 435 psi
kg/cm2/psi/℃

저압 VG-1234-L 360 psi

R-1234yf

80Ø

R-22

R-507A

R-134a

R-290

R-404A

R-407C

R-922B

R-410A

R-32

68Ø

게이지 (R-410A)

게이지 (R-32)

게이지 (구/신냉매)

게이지 (구/신냉매)

게이지 (R-1234yf)

게이지 (R-600)

R-22

R-134a

R-404A

* 진공단위는 inhg 단위로 torr 단위 처럼 정밀하지 않습니다. (단순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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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ing Hoses / Fittings호스&피팅

MODEL 호스구성 길이

VRP-22 RYB-60" 150 cm

호스

MODEL 호스구성 길이

VRP-410 RYB-60" 150 cm

RB : 1/4" × 5/16"

Y : 1/4" × 1/4"

호스 (R-410A)

MODEL 호스구성 길이

336-RYB RYB-36" 90 cm

360-RYB RYB-60" 150 cm

372-RYB RYB-72" 180 cm

396-RYB RYB-90" 240 cm

MODEL 호스구성 길이

41060 RYB-60" 150 cm

41072 RYB-72" 180 cm

RB : 1/4" × 5/16"

Y : 1/4" × 1/4"

호스 (R-410A)호스

MODEL 호스구성 길이

21983 RYB-36" 90 cm

21985 RYB-60" 150 cm

21986 RYB-72" 180 cm

21988 RYB-96" 240 cm

MODEL 호스구성 길이

21484 RYB-48" 120 cm

21485 RYB-60" 150 cm

21486 RYB-72" 180 cm

•410A 고압 냉매용으로 만든 고품질 호스

•Yellow Jacket 고내압 호스

•134a, 404A, 407C 등 신냉매 사용 시 누설이 거의 없습니다.

•고압용 호스

호스 (R-410A)호스 

MODEL 호스구성 길이

40336 RYB-36" 90 cm

40360 RYB-60" 150 cm

40372 RYB-72" 180 cm

•EPA, SAE, UL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호스

호스 (R-410A)호스 

MODEL 호스구성 길이

40360-JT RYB-60" 150 cm

•EPA, SAE, UL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호스

RB : 1/4" × 5/16"

Y : 1/4" × 1/4"

YELLOW JACKET 호스의 특징

호스 구입하기 전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오늘날 아무리 좋은 호스라고 할지라도 호스로의 수분 및 공기의 침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커버 고무촘촘히 엮은 Braid 나이론 

•내부의 특수 나이론을 사용하여      
    호스 밖의 냉매의 침투를 방지 

•HFC 신냉매 및 냉동기에 적합한 고내압 호스

•많은 유량의 패턴에 의해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조절식 밸브 오프너

•코아(무시)탈착공구, 롱로즈 등으로
    밸브 오프너의 높이를 조정해서 사용해주세요.

조절이 가능한 밸브 오프너

MODEL 호스구성 사용온도 사용압력

16848 48"
-28 ~ 80 ℃ 500 psi

16872 72"

호스 (암모니아)

호스 (고진공)

•진공시간 단축 장비(4~5p 참조)

•누설방지가 일반호스에 비해 월등하여 빠른 진공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MODEL 호스구성 색상

14560 60" Yellow

94160 60" Black

호스 (3/8")

•진공전용 대용량 3/8" 사이즈 호스   •고내압호스(PLUSⅡ)

MODEL 16248(R-22) 01552(R-410A) 19248

규격 1/4" x 3/8" 5/16" x 3/8" 3/8"  x  1/2"

효과 진공시간 약 30 % 단축

호스 (자바라)

MODEL 1/4" × 1/4" 3/8" × 1/4"

36" 81636 81736

48" 81648 81748

60" 81660 81760

피팅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되어있어 부식되지 않습니다.

압력이 높은 대기권의 공기 및 수분이 압력이 낮은 호스 쪽으로 
들어간다. (이때, 진공게이지의 진공도 역시 서서히 올라간다.)

진공 시

압력이 높은 호스 내 냉매가
압력이 낮은 대기권으로 빠져나간다.

냉매충전

•일반 호스에 비해 수명이 길며, 진공 작업에 최적화된 호스입니다.
(누설 및 작업시간이 줄어듭니다.)

•구경이 큰 호스를 사용하여 작업시간 단축
진공, 냉매 충전, 냉매 회수 등의 작업에 대구경 호스를 사용하시면
진공 작업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1/4" 1/2"6배 단축 1/4" 3/4"12배 단축

R-22 用

3/8"

1/2"

1/4"

3/8"

R-410A 用

5/16" 3/8"

1/4"
5/16"

3/8"

3/8" 3/8"

1/4" 1/4"

5/16" 1/4"

1/4"1/4"

5/16"1/4"

1/4"1/4"

1/4"

5/16"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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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 체결·해제 시 냉매 방출 방지

컨트롤 밸브

18993 1/4"Male × 1/4"Female

컨트롤 밸브 C&D

RCV-04 1/4"Male × 1/4"Female

RCV-05 5/16"Male × 5/16"Female

5050 1/4" × 1/4"

5060 1/4"Male x 5/16"Female

컨트롤 밸브

MODEL 호스구성 길이

14100 1/4" x 1/4" 10 cm

14200 1/4" x 5/16" 10 cm

14100-200 1/4 x 1/4 20 cm

14200-200 1/4" x 5/16" 20 cm

호스길이 10 cm / 20 cm / 50 cm / 1 m / 2 m / 3 m / 5 m / 10m

R-22, R-410A 및 Auto 호스까지 원하시는 길이만큼 제작해 드립니다. 

•* 1/4", 5/16" 그리고 1/2" ACME 제작 가능

Depressor

(체크를 눌러줌)

14200

14100

1/4" 

1/4" 

1/4" 

5/16" 
질소압력 측정 시 사용

맞춤호스 

미니 호스

MODEL COLOR 사양 MODEL

49262-60 RYB (SET)
1/4"x 1/4" (RYB)

60" (150 cm)

49262-72 RYB (SET) 72" (180 cm)

49262-60-JT RYB (SET) 5/16"x1/4" (RB)
& 1/4" x1/4" (Y)

60" (150 cm)

49262-72-JT RYB (SET) 72" (180 cm)

•410A 고압 냉매용으로 만든 고품질 호스

호스 (볼밸브)호스 (볼밸브)

25980

1/4" 1/4"

호스 (미니 볼밸브) 호스 (10 m)

•특수 나일론을 사용하여 누설 방지 효과 탁월 

•고내압 호스(PLUSⅡ)

MODEL 호스구성 길이

21333-Blue B-10M 1/4" × 1/4"

•진공게이지 연결 시 권장  •전자저울 사용 시 권장

MODEL 호스구성 길이

29980
낱개 22 cm

25980

MODEL 호스구성 길이

15-V 낱개 22 cm

15-V-410 낱개 22 cm

1/4"
5/6"

1/4"
1/4"

•질소 충전용으로 사용

•공업용 고압호스

•길이 : 최대 100 m까지 주문 생산 •모든 오링 사용가능, 매탈핸들MODEL 수량 비고

42016-10 10 EA/봉 MC 호스전용
(2017년 이전모델)

79585-D 10 EA/봉 PM 호스 전용

MODEL 수량 비고

19302 10 EA/봉 YJ 호스전용

42017-10 10 EA/봉 MC 호스전용
(2017년 이후모델)

MODEL 길이

BY-100 주문 생산

MODEL 비고

GDT-02 오래되어 안빠지는 오링에 탁월

고압 호스 오링 탈착 공구디프레셔

오링 (3/8", 1/2") 코아 탈착 밸브용 오링 오링

디프레셔

오링

MODEL 수량 비고

19011 10 pcs/봉 3/8" 고진공호스 용

19015 10 pcs/봉 1/2" 고진공호스 용

MODEL 수량 비고

19020 10 EA/봉 YJ호스 용

42010-10 10 EA/봉 MC호스 용

79583-10 10 EA/봉 일반호스 용

MODEL 수량 비고

18973 5 pcs/봉 18975/18985 용

MODEL 수량 비고

S10000265 10 pcs/봉 IMP 410A 호스 전용

•Yellow Jacket 고내압 호스

•134a, 404A, 407C 등 신냉매 사용 시 누설이 거의 없습니다.   •고압용 호스

MODEL COLOR 사양 길이

29660 Red 60" (150 cm)

29060 Yellow 60" (150 cm)

29260 Blue
1/4" x 1/4"

60" (150 cm)

29672 Red 72"(180 cm)

29072 Yellow 72" (180 cm)

29272 Blue 72" (180 cm)

29465 Red 60" (150 cm)

29425 Blue
5/16" x 1/4"

60" (150 cm)

29466 Red 72" (180 cm)

29426 Blue 72" (180 cm)

호스 (미니 볼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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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답터 (90
。

) 21. 아답터 (냉매자동차단)

19209 1/4"Male × 1/4"Female

20. 아답터 (냉매자동차단)

•동상방지

•체크밸브

•냉매절약

•환경보호

•동상방지

•체크밸브

•냉매절약

•환경보호19201 1/4"Male × 1/4"FeQC

19203 3/8"Male × 3/8"FeQC

19109 1/4" × 1/4"

19169 1/2"ACME × 1/2"ACME

24. 퀵카플러 호환 아답터

90335-R 1/4"Male × 1/4"Female 19157 1/4"FL × 14mm Male90333-R 1/4"Male × 1/4"Female

23. 아답터
 (냉매자동차단)

25. 액냉매 챠지아답터

41123 1/4"Male × 1/4"Female

41124 5/16"Male × 5/16"Female

열
림

잠
김

액상냉매 이슬형
냉매

•액냉매를 가스냉매로 변환 

•압축 컴프레서를 보호 

•혼합냉매 주입 시 필수 

•실린더의 액냉매를 저압측으로 주입할 수 있다. 

•혼합냉매(R-410A등)에 꼭 필요함 

•기체 주입 시 보다 8배 빠른 냉매 주입속도 가능 

•컴프레서의 용량보다 낮은 액냉매를 홀려보내 컴프레서를 보호한다.

26. 액냉매 챠지아답터

27. R-134a 닛불 (신냉 → 구냉) 29. 닛불 (게이지)

10165 1/2"ACME Fe × 1/4"Male

19131 1/2"Female × 3/8"Male

19130 3/8"Female × 1/4"Male

19160 1/2"Female × 1/2"ACME

•진공펌프 연결

열 림
잠 김

액
상
냉
매

이
슬
형

냉
매

28. 닛불 (진공펌프)

FC-0402 1/8"Fe.NPT × 1/4"M FL

•고·저압 게이지에 직접연결

32. 닛불 (냉매실린더)

•사용압력 : 30 kg/cm2

803-04 1/4"Male × 1/4"Female

803-06 3/8"Male × 3/8"Female

31. 사이트 글라스

70132 3/4"P.F × 1/4"Male

70134 3/4"P.F × 1/2"M ACME

30. R-134a 닛불 (구냉 → 신냉)

2SP-V 1/4" PT

35. 냉매 챠지 아답터33. SP 카플러 34. 냉매 챠지 아답터

•PUSH-PULL 밸브식   •작업중 냉매손실 최소

16C 1/4"FeQC x 1/4"M Straight

17C 1/4"FeQC x 1/4"M 90" degree

18C 1/4"FeQC x 1/4"M 16C + 17C

•PUSH-PULL 밸브식   •작업중 냉매손실 최소

•R-410A 용

26C 5/16"FeQC x 5/16"M Straight

27C 5/16"FeQC x 5/16"M 90 degree

•동상방지

•체크밸브

•냉매절약

•환경보호

•동상방지

•체크밸브

•냉매절약

•환경보호

•액상으로 냉매 주입시 콤프레샤 보호

535-C 1/4"Female × 1/4"Male

545-C 5/16"Female × 5/16"Male

10162 1/4"Female × 1/2"ACME

1/2" ACME1/4"

1/2" ACME1/4"

PV SV

22. 아답터
 (냉매자동차단)

1. 코아(무시) 탈착 밸브 (R-410)

18985 5/16" × 5/16" × 5/16" 18975 1/4" × 1/4" × 1/4"

2. 코아(무시) 탈착 밸브

진공게이지 연결용 포트 진공게이지 연결용 포트

3. 코아(무시) 탈착 밸브

91498 R-22, R-410A 겸용

•Locking 너트 방식으로 체결 삽입시 힘들지 않음

•전용 케이스

5/16"Fe.FI 1/4", 5/16"M.Flare 

4. 체크 밸브

18979 깨진 체크밸브 빼내는 공구

18978 체크밸브 나사산 탭

93825 1/4"Male × 5/16"Female

93827 5/16"Male x 5/16"Fe

5. 볼밸브 (R-410A)

1/4"Fe.Fl 1/4"M.Fl

93843 1/4"Male x 1/4 Fe (45°)

6. 볼밸브

7. 볼밸브

93844 1/4"FeQC × 1/4"Male 93834 1/4"Male × 1/4"Male

8. 볼밸브

69067 1/8"Fe(NPT) × 1/4"Male

9. 테스트 밸브

•1/8" NPT 나사로 사용

•압력계 연결용•진공 & 충진 시 사용

•호스 2개 연결

•냉매 절약

10. 압력테스트 아답터

19110 1/8"Fe NPT × 1/4"FeQC R600Kit 11CM

11. R600a 충전세트

Depressor

(디프레셔)

19173 1/4"Male × 5/16"Female

12. QC 아답터 45
。
(R-410A)

•R-410A 用•압력계 연결용 •R-600 캔 연결

소형캔 연결구 1/4"

13. QC 아답터
 
(R-410A)

QA0504 1/4"Male × 5/16"Female

QA0405 5/16"Male × 1/4"Female

R0504 5/16"Male × 1/4"Female

R0405 1/4"Male × 5/16"Female

14. 닛불
 
(R-410A)

체크밸브
Depressor

(디프레셔)

19104 1/4"Male × 3/8"FeQC

15. 아답터 (3/8")

•1/4" 호스 연결

•진공펌프 연결

19102 3/8"Male ×1/4"FeQC 19115 3/8"Male ×1/2"FeQC

•3/8" 호스 연결

19172 1/4"Male × 3/8"Female

18. 아답터 (3/8")17. 아답터 (1/2")16. 아답터 (3/8")

18979

1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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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5

948944947

주입용 호스

※ 호스는 캔당 1개씩 들어 있습니다.

누설차단제 (수분제거)

MODEL 용량 용도 비고

947kit
30 g 1/10 ~ 7 HP ACR(소형)

냉매 1.82 kg 이하 & 냉동유 296 ㎖ 이하 냉동장치

944kit
84.9 g 7 ~ 23 HP HVAC(중형)

냉매 1.82 kg 이상 & 냉동 887 ㎖ 이상 냉동장치

948kit
89 g 23 HP 이상 Commercial(대형)

냉매 1.82 kg 이상 대형냉동장치

MODEL 용량 용도 비고

53615 30 g 1/10 ~ 7 HP ACR(소형)

53660 89 g 7 ~ 27 HP HVAC(중형)

특징과 장점

1. Intertek 검증기관의 테스트를 통과 

2. 면적이 작은 누설은 자체적으로 막아주고, 큰 누설은 제품에 포함된  

    형광액을 통해 UV 램프로 쉽게 누설 부위를 찾음

3. 모든 냉동유에 사용 가능

4. 고무 및 메탈의 누설 부위도 차단 가능

HVAC ChemicalsHVAC 케미컬

누설차단제 (형광액)

37. 진공게이지 연결아답터

R0406 1/4"Fe.FL × 3/8"M. FL. 69071 1/4"Female × 1/4"Female

•진공게이지 사용 시 누설이 전혀 없음

CHV-01 R-22 & R-134a 겸 플라스틱 핸들

36. 아답터 (3/8") 38. 무시탈착 공구

•매니폴드 및 회수기 보호 필터 내장

41119 1/4"Male × 1/4"Female

•모든 오링 사용 가능, 매탈 핸들

GDT-02 오래되어 안빠지는 오링에 탁월 9603 1/4"M × 1/4"Fe × 1/4"M

40. 필터 아답터39. 오링탈착 공구

9611 1/4"Fe × 1/4"M × 1/4"M 5044 1/4"Fe × 1/4"M × 1/4"M 2613 1/4"Fe × 1/4"M × 1/4"Fe

43. T 연결아답터 C&D 44. T 연결아답터 C&D42. T 연결아답터 C&D

Depressor (디프레셔)

627-04x02
1/4"M.FL x 1/8" NPT Male

(with 1/4" Cap)

627-04x04
1/4"M.FL x 1/4" NPT Male

(with 1/4" Cap)

672-04x02
1/4"M.FL x 1/4"M.FL

x 1/8" NPT. M

672-04x04
1/4"M.FL x 1/4"M.FL

x 1/4" NPT. MUT-04 1/4" × 1/4" × 1/4"

T-0404 1/4"M × 1/4"Fe × 1/4"M

T-0402 1/4"M × 1/8"Fe.NPT × 1/4"M

RU-06x04 3/8"M.FL x 1/4"M.FL

RU-08x04 1/2"M.FL x 1/4"M.FL

RU-08x06 1/2"M.FL x 3/8"M.FL

41. T 연결아답터 C&D

36193 1/4"M.Fl 소형 캔

50. Universal 사이드 캔탭 밸브
        (Side Can Taps)

• 나사산 관계없이 소형 냉매캔에서 냉매를 시스템으로 주입가능

• 1/4"Flare 포트에 체크밸브 장착

49. 닛불 (사이즈 변환)

45. T-닛불 46. T-닛불 47. T-닛불

48. 닛불

Depressor

(디프레셔)

53660

1.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미세한 누설 부위 차단 

2. 컴프레셔, 동관 캡, 오리피스, 팽창변 등에 반응하지 않음 

3. 한 캔으로 여러 누설 부위를 차단(반영구적 효과) 

4. -54 ~ 204 ℃까지 사용 가능

5. 시스템 내부의 수분제거

Super Seal (누설 차단제)은 작은 입자의 점액질로 이루어진 

제품으로서, 유니트 내에서 냉매, 냉동유와 함께 혼합되어 

시스템 내부를 순환하게 됩니다. 이때, 누설이 일어나는 곳에서 

누설 차단제가 공기 속의 수분과 만나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기존 형광액의 경우 누설된 부분을 찾는 역할에 그쳤다고 하면 

본 누설 차단제는 누설된 부분을 알아서 막아주고 사후 조치

까지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설차단 수분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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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AC ChemicalsHVAC 케미컬

RT-200R
(구냉용)

RT-201B
(신냉용)

냉매 누설 탐지액

RT150S
(저온용)

-34℃ ~ 
94℃

MODEL RT100S RT150S

품명 Big Blu Super Blu

타입 스프레이 타입 스프레이 타입

사용범위 1.6 ~ 80.5 ℃ -34.4 ~ 94.4 ℃

감지능력 18.4 g/yr 20.9 g/yr

비교 일반용 저온용

1. 일반 비누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탐지 능력

2. 연간 18g의 누설 부위까지 찾을 수 있음

3. Food Grade의 인체에 무해한 성분 

4. 배관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음

5. 무산성

큰누설 미세누설 큰누설

나사산 실란트 (나이록)

·미국 냉동 엔지니어들의 필수 아이템

RT100S
(일반용)

MODEL RT200-R RT201-B

냉매
R-12, R-22, R-502 외

(CFC & HCFC 시스템)
R-410A, R-134a, R-507 외

(HFC 시스템)

냉동유

미네랄오일(Mineral oil),

암모니아, 프로판, CFC,

HCFC 계열 오일

Synthetic Easter Oil,

PVE Oil, CO2,

HFC 냉매계열 오일

용량 30 ㎖

사용온도 -34.4 ~ 177℃

1. Food Grade의 인체에 무해한 성분

2. 후레아, 체크밸브, 가스켓 등의 누설방지

3. 젤(Gel) 타입으로 굳거나 딱딱해지지 않아 진동과 온도변화에 문제가 없음

사라면에 바르면 누설 안생김 (약 200회 사용가능)

냉매/냉동유 결속 케미컬

수분제거제 (DRY R)

시스템 안정성 보장

시스템 효율성 향상

시스템내 수분제거

SUPER CHANGE™ 란?

SUPER CHANGE™는 미네랄/AB오일과 HFC 냉매가
잘 섞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SUPER CHANGE™ 특징과 장점

1. R-22 시스템을 410A 또는 407C 냉매와 같은 HFC계열의 냉매로    
    바꿀 때 기존 냉동유를 POE오일로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인테리어 내부에 있어 교체가 어려운 배관라인을 교체 또는 세척(퍼지) 할  
    필요가 없어 간편한 사용방법으로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을 가져옵니다. 

3. 오일리턴 및 열교환 능력이 향상됩니다. 

4. 시스템 내부의 오링 및 개스킷 등의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여    
    누설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5. 시스템 내의 잔여공기와 수분 제거를 통해 윤활능력 증대(오일 침전율     
    감소)로 배관이 긴 시스템에 더욱더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스템 내 미네랄오일(MINERAL OIL)량에 따른

슈퍼체인지™(SUPER CHANGE™) 주입용량

미네랄/AB오일

SUPER
CHANGE               

 HFC냉매

·R-22 냉동 라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R-410A 냉매 사용 가능

MODEL 시스템내 미네랄 오일량 SUPER CHANGE™ 주입량

981

0 ~ 1ℓ 1캔

1 ~ 1.8ℓ 2캔

1.8 ~ 2.8ℓ 3캔

2.8 ~ 3.8ℓ 4캔

※ 추가 1갤런(3.8 ℓ)당 4캔 추가 주입

주입용 호스

※ *주입 호스 별매 (재사용 가능)

MODEL 용량 비고

973 30 g 수분 흡수

1. 누설차단제와 함께 사용시 효율 증대

2. 60방울 정도의 수분 흡수 효과 

3. 반영구적 효과 (이전설치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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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AC ChemicalsHVAC 케미컬

가스흡입구 센서단자 히터 히터회로 저항회로 알람회로

3 UV램프

가열된 센서에 냉매가 접촉되면 전기화학반응으로 인해 전기 저항값이
변하고 이런 변화가 냉매의 종류에 따라 특유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가열 센서는 오검지가 적고 정밀한 고감도 측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MODEL 69344

센서감도 HCFCs R-22 - 0.9 g/yr.

사용가능 온도 -4~ 52 ℃

배터리 AA 알카라인 (건전지 4개)

배터리 수명 약 4.5시간 (연속 사용 가능)

제품무게 480 g

Smart Alram™ 표시숫자 숫자 표시에 따른 냉매누설량 (g)

1~3 2.8 이하

4~6 2.8 이상 ~ 14 이하

7~9 14.1 이상 

MODEL 55800

센서감도 1.5g/yr  

사용가능 온도 0 ~ 60 ℃

배터리 size D 알카라인 (건전지 2개)

배터리 수명 60시간 연속 사용

제품무게 680 g

1. 냉매 측정이 어려운 R-134a, 404A, 407C, 410A 및      

    1234yf까지도 측정 가능 

2. 연간 50g 이상 누설 감지 시 자동 0점 조정을 실행함 

3. Micro Controller 기술 채택 

4. 가스탐지와 UV탐지를 한 번에 가능

1. 새로운 Metal Oxide 가스센서 적용 

2. 강력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능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며 감지 

3. 가연성 가스, 수소 & 모든 CFC, HCFC, HFC냉매를 감지      

    (R-1234yf & R-32포함) 

4. R-32, R-1234yf와 같은 가연성 냉매도 탐지 가능

I 새롭게 적용된 기능 

•INT 기능 : 가스탐지가 부적절할 경우 나타남 
  (ex. 강한 바람, 센서 막힘, Fan 구동 불량, 센서 고장 등) 

•PEAK 기능 : 여러 군데 누설 발생 시 가장 많이 누설되는 부분을 감지

사용 가능 냉매 

1. 모든 CFC, HFC, HCFC 냉매를 비롯하여 입자가 미세하여    

    감지율이 낮은 R-410A, R-1234yf, R-32등에 적합하게 설계됨 

2. 가연성 가스, 수소 탐지 가능

Measurement & Testing측정기기

냉매누설탐지기 (비가연성, 가연성 겸용)

·가연성 및 일반 냉매 탐지가능

냉매누설탐지기 (UV 겸용)  2018년 이후로 69337 모델번호가 한국 사양인 69344 모델번호로 변경되었습니다. 

* 성능과 구성 그리고 원산지 모두 기존과 동일합니다. 

1. 에바 찍힌 구멍 수리에 최적 

2. 신속 접착(90초) 

3. 알루미늄, 동관, 금속, 유리에도 사용 가능 

4. 찢어진 동관, 냉땜 등에 사용 

5. 온도 : 177℃

6. 압력 : 600 psi (42 kg/cm2)

MODEL 구성

11575 낱개

산업용 접착제

MODEL 구성

PM-1288 A+B Type 섞어서 사용

1. A+B Type 접착제를 1:1 비율로 섞어 접합부위에 도포해서 사용. 

2. 표면경화시간 : 약 45분, 완전경화시간 : 약 90분

3. 사용온도 : -40 ~ 140 ℃, 사용압력 : 290 PSI (약 20 Kg/cm2)

1. ISO/TS 16949-220, QS 9000 ISO 9002 인증을 

    취득한 신개념 만능 접착제 

2.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굳어 버립니다. 

3. 구멍 뚫린 동관에 뿌리면 효과적입니다. 

4. 나사산이 망가진 곳에 부려 나사산을 다시 만들 수 있음 

5. 유리, 금속, 목재, 동관 어디에도 사용 가능 

6. 착색 및 색을 칠할 수도 있습니다. 

※ 분말(Filler)을 뿌려서 살을 만들어   

    강력한 접착력을 만듭니다.

MODEL 구성 용량 사용온도 사용압력

인스타-픽스(INSTA-FIX) A(액체)+B(분말) 10 g+10 g -34 ~ 148℃ 2700 psi

사용범위 : 동관, PCV관, 플라스티, 자기, 타일, 고무, 나무, 금속, 스틸, 유리, 가죽 등 서로 다른 재질까지도 접착가능

용접본드

크레용

MODEL 용량

49050 50 ㎖

1. 테프론 테이프 대용 제품 

2. 3,000 psi 가스 & 10,000 psi  

    액체까지 사용 가능 

3. 진동이 많은 곳에 사용하면 적합함 

4. PTFE 재질로 줄어들거나 부서지지 않음

나사산 실란트

RT400P RT375A

코일클리너열차단 퍼티

1. 약 40회 정도 재사용 가능 

2. 용접 시 열로부터 주요 부품, 가스켓,
    밸브, 표면 등을 보호 

3. 인체 무독성 

4. 사용 후 물 몇 방울과 함께 보관 

5. 우주선의 열 차단 물질과 같은 성분

6. 용량 : 340 g

1.  팬 안쪽에서 부풀어 올라 먼지 및 찌꺼기를
    포함해서 씻겨 내립니다.

2. 무산성 제품으로 핀이 부식되지 않습니다.

3. 실내기에도 사용 가능(냄새 없음)

4. 식당 기름때 제거에 용이

5. 스프레이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가능. 

6. 용량 : 51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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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EL-720

크기 203 × 63 × 57 (mm)

무게 425 g

배터리 4 X AA

감도 Hi(400 ppm) & Low(4000 ppm)

준비 시간 10초

0점 조정 자동

반응 시간 1초

MODEL EL-520

크기 190 × 57 × 38 (mm)

무게 190 g

전원 2 X AA

감도 3 g/yr

사용 온도 0 ~ 50 ℃

0점 조정 자동

Probe 길이 30 cm

1. R-744 냉매인 CO2 시스템에 사용 가능

2. Commercial 냉동 시스템 

3. 업소용 냉장고 

4. CO2 보관 창고 

5. 원 버튼 오퍼레이션 

6. 20시간 연속 사용 가능

MODEL 사용냉매 센서강도

69373 모든가연성가스 2ppm (LPG)

1. 고감도 센서로 5ppm 이하의 메탄이나 2ppm 이하의 프로판 감지 

2. 자동교정(영점 조정) 기능 

3. 건전지 교환 시기 표시 

4. Indicator가 누설감지량을 6단계로 표시 

5. 3단계 감도 레벨로 누설 범위를 좁혀갈 수 있습니다.

6. 암모니아(NH3) 탐지가능

1. 모든 HFC, CFC, HCFC 냉매 감지

    (R-134a, R-22, R-404A, R-410A, R-409A 외 다수)

2. 마이크로프로세서 테크놀러지방식    

    적용으로 정밀 측정 가능

3. One버튼 오퍼레이션으로 간단한조작

4. 오랜 배터리수명 (약 40시간)

5. 자동꺼짐기능 

MODEL 사용냉매 센서강도

69341 H2 5ppm

아직도 냉매 주입 후 누설 부위를 찾으십니까? 
이제는 냉매주 입전 누설 부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질소 95% + 수소 5 %의 가스를 사용할 경우 5ppm 이하의  

     미세한 누설까지 감지가 가능합니다. 

2. 진공 작업 후 수소 5 % 정도를 먼저 주입 후 질소를 주입하시면 됩니다.

(Carbon Dioxide Gas Leak Detector)

가연성 누설탐지기 H2 누설탐지기

수소 5% 주입 시
질소압력 Test

탐지기로
사용 가능

CO2 누설탐지기 냉매누설탐지기

냉매별 센서감도 R-410A R-22 R-404A R-407C R-134a

감도 / 연간 누설량 3 g 3 g 3 g 3 g 3 g

MODEL 사용냉매 센서강도 비고

56100 HFC, HCFC, CFC 3 g/year 마이크로 프로세서 방식

MODEL 센서강도 센서타입

69382 3 g/year Semiconductor gas sensor

냉매누설탐지기

센서 감도 조정은 1~3단계까지 있고,

가장 높은 3단계의 경우

연간 2.8g정도 누설까지 감지

누설량은 5단계로 나타남. 

LED램프로 누설량 확인 가능

누설량 체크 

1. 같은량의 누설량이라고 하더라도 센서의 감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납니다. 

2. 누설량이 많으면 램프가 많이 켜집니다.

미세한 누설 많은 누설

- 1 2 3 4 56 5 4 3 2 1

6 5 4 3 2 1

6 5 4 3 2 1

저감도 세팅 시

중감도 세팅 시

고감도 세팅 시

냉매누설탐지기

1. 센서 강도 : 3 g/year 

2. 사용 가능 냉매 : 비가연성 모든 냉매      

    (R-22, 134a, 410A, 404A, 407C 등의 Freon gas) 

3. 센서 감도 조정 : 3단계 (High, Med, Low) 

4. 배터리 부족 경고등 

5. 첨단 반도체 센서 채택 

6. Flexible 스테인리스 프로브 (Probe 길이 : 40 cm) 

7. 한 손에 들어오는 콤팩트한 디자인 

8. 보온재 내부 누설 탐지 가능 

9. 영점 조정기능으로 냉매로 오염된 밀폐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버튼 사용방법 

1. On/Off 버튼              2. 센서 감도 초기화 버튼 
3. 센서 감도 올림 버튼(고감도)    4. 센서 감도 내림 버튼(저감도) 
5. 센서 팁

Reset 버튼 

1. Reset 버튼은 이후 미세한 누설 부분을 찾을 때 사용이 됩니다. 

2. 냉매누설을 감지한 후 알람이 울렸지만 아직 누설 부위를 정확하게
못 찾았을 때 Reset 버튼을 눌러주면 현재 감지하고 있는 냉매누설량  
이상의 누설 부위에서의 알람이 울리는 기능입니다.



냉동공구 종합카달로그Refrigeration & Air Conditioning48 49

* 냉동공구는 [        ] 로고를 확인 후 구입하시면 성능·품질·A/S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Measurement & Testing측정기기

110 kg
Wirelss (무선)

MODEL 98315

측정가능 무게 110 kg

최소측정 무게 10 g

정확도 ± 5 g

사용가능온도 0 ~ 49 ℃

배터리 사용시간 약 20시간

1. 자동 꺼짐 기능 (3시간) 

2. 리모컨 자석 부착으로 벽에 거취가 용이함 

3. 본체 내 리모컨 보관 가능 

4. 선이 없어(Wireless) 간편하게 사용 가능 

5. 쉬운 리모컨 작동방법 (조작이 간편) 

6. 원하는 냉매만큼 자동충전 가능 

7. 알람 기능 내장으로 작업 시 편리함 

8. 전기 없이 배터리만으로 작동 가능     

    (전기가 불안정한 곳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

1. LCD Display  2. 최소단위 : 10 g

3. 정밀도 : ±0.01%  4. 전원 : 9V DC / 220V AC

1. LCD Display  2. 최소단위 : 10 g

3. 정밀도 : ±0.01%  4. 전원 : 9V DC

MODEL 충전방법 최대계량 무게

68801 자동 50 kg 4.3 kg

MODEL 충전방법 최대계량 무게

68800 수동 50 kg 4.1 kg

전자저울 (자동) 전자저울 (수동)

·무선 충전 자동 저울 (Wireless Refrigerant Charging Scale with Solenoid)

전자저울 (자동)

MODEL VES-50B VES-100B

계측범위 50 kg 100 kg

최소단위 2 g 5 g

정밀도 ± 0.05 % ± 0.05 %

전원 9V DC / 220V / 60Hz 9V DC / 220V / 60Hz

무게단위 lbs, kg, oz lbs, kg, oz

무게 5.8 kg 5.8 kg

전자저울 (자동)

1. VES-50A 모든 기능 포함 

2. 정밀한 솔레노이드 밸브가 정량의 냉매를 자동으로 주입합니다.

MODEL VES-50A VES-100A

계측범위 50 kg 100 kg

최소단위 2 g 5 g 

정밀도 ±0.05 % ±0.05 %

전원 9V DC 9V DC

무게단위 lbs, kg, oz lbs, kg, oz

무게 5 kg 5 kg

1. 튼튼하고 휴대가 간편한 케이스 

2. 어두운 곳에서 사용 및 확인이 가능한 백라이트 기능 

3. 자동 메모리 기능 

4. 알람 기능 

5. 2.3" LCD

간편한
프로그래밍
(자동충전기능)

리모컨튼튼한 케이스

편리한 리모컨
(1~0까지 숫자판)

리모컨튼튼한 케이스

편리한 리모컨
(1~0까지 숫자판)

전자저울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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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12 92723

온도계

D : S = 10 : 1
D = 거리
S = 레이저지름

D 10cm 40cm 1m

S Ø1cm Ø4cm Ø10cm

D

S

적외선 온도계의 측정 원리(방법) 

적외선 온도계의 선택 시 거리 계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 계수가 10:1인 제품의 경우 목표물에서 1 m 거리에서 온도를 측정했을 경우 레이저가 

찍힌 지름 10 cm의 원의 평균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즉, 3 m 거리라면 목표물의 지름 30 cm의 평균

값이 되므로 상당히 부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외선 온도계의 경우, 거리 계수가 큰 제품일수록 정확한 온도 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

에서 가까운 곳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정확한 온도 값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2225-B52224-D 52225-A52224-A

적외선 온도계

MODEL 52224-A 52224-D 52225-A 52225-B

온도범위 -50 ~ 500 ℃ -50 ~ 500 ℃ -60 ~ 760 ℃ -60 ~ 1000 ℃

거리계수 12 : 1 12 : 1 30 : 01 : 00 50 : 01 : 00

적외선 측정방식 싱글 포인트 8 포인트 싱글 포인트 듀얼 포인트

온도 프로브 사용 불가 사용 불가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정확도 ±2 % ±2 % ±2 % ±2 %

1. LCD Backlight기능 

2. 10 : 1의 넓은 사용 거리 

3. -40 ℃까지 사용 가능해서 냉동 창고등에 사용 가능

1. 즉각적인 온도 측정 가능

2. LCD Backlight기능 

3. Min./Max. 측정 가능

4. 포켓 사이즈로 어느 장소에서도 사용 가능 

5. 넓은 온도 범위를 갖고 있는 제품 

6. 전원 : 3V 리튬 배터리

적외선 온도계

MODEL 온도범위 거리계수 최적 측정거리

52227 -55 ~ 220 ℃ 1 : 1 10 m

MODEL 온도범위 전원

SDT8A -50 ~ 150 ℃ 1.5V 리튬 배터리

MODEL 온도범위 거리계수 최적 측정거리

69228 -40 ~ 500℃ 10 : 1 1 m

포켓 레이져 온도계 온도계

1 2 3

4

온도프로브 장착으로 

듀얼 온도체크 가능

온도프로브 장착으로 

듀얼 온도체크 가능

*k타입 프로브 포함 *k타입 프로브 미포함

컬러액정

52224-D 

52225-A 52225-B

포인트 8개 포인트 1개포인트 1개 포인트 2개

1. 5개의 전구로 구성(3UV+2 Blue) 

2. 적용 냉매 : 모든 HFC, HCFC, CFC냉매 

3. 1년에 7gr정도 누설 부위까지 찾아낼 수 있음 

4. 사용범위 : -30 ~ 60℃ 

5. 배터리 수명 : 20시간 

6. 방수 제품

1. 형광액인젝터 1EA로 자동차 4대 주입  2. 구냉, 신냉 ㅋㅁzz 사용 

3. 편리한 눈금표시

허리에 찰수 있는 보관 케이스포함

1. 튼튼한 메탈 재질 

2. 강력한 불빛으로 멀리서도 누설 부위를 손쉽게 확인 가능

6955569560

69561

69562

69782

시스템 사이즈 (냉매량) 형광액 주입량

2.55 kg 이하 7.5 g

2.55~11.34 kg 이하 15 g

11.34 kg 이상 (냉동유 3.8ℓ당) 15 g

MODEL 비고

88DC 배터리 AAA × 3개

1. UV작업 시 시력 보호 및 밝은 곳에서도 누설 부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디자인(금속 찌꺼기, 불똥, 냉매가스로부터 눈을 보호)

MODEL 색상

YL 노랑색

MODEL 규격 비고

69700-낱개 30 ㎖ 6EA/CASE

69705 주입호스 역류방지

69700 30 ㎖ x 6 EA 6 EA / Case

MODEL 용량 비고

69712 240 ㎖ 자동차 32대분 (Yellow Jacket)

92723 960 ㎖ 자동차 133대분 (Mastercool)

MODEL 규격 사용압력 비고

69560 1/2 oz 500 psi 15 g

69561 2 oz 500 psi 60 g

69562 4 oz 500 psi 120 g

69555 8 oz 500 psi 240 g

UV MICRO 램프

오일/형광액 인젝터 

UV MICRO 램프

형광액 인젝터 (주사기형)

69700-낱개

69705

체크밸브가 달려 있어 체결 전에는 형광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눈금 표시가 되어 있어
정확한 양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형광액양 조절이 가능한 다이얼체크밸브(역류방지 기능 내장)

형광액

69700 (6EA)

<고글포함>

UV 고글

컬러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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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도, 과냉도 자동계산키트 압력/온도 챠트

MODEL 52246

사용가능냉매
R-22, 114, 123, 124, 134, 134a, 141B, 142B, 401A, 401B, 404A, 
407A, 407B, 407C, 407D, 408A, 409A, 410A, 411A, 411B, 414A, 

414B, 417A, 507A 이상 24가지 냉매 사용가능

온도단위 ℃, ℉

사용단위 psi, bar, MPa, kg/cm2 (0~600 psi)

전원 9V 배터리 - 1개

간단한 사용방법

1. 매니폴드게이지를 시스템 고/저압에 연결하고  

     클램프 타입 온도계를 배관에 연결합니다. 

2. 매니폴드 고압, 저압 게이지의 압력을  

   『과열도, 과냉도 자동계산 키트』에 입력합니다. 

3. 자동으로 과열도, 과냉도 값을 계산하여  

     액정에 나타납니다.

MODEL 크기 적용냉매

52245 115 × 48 (mm) 51가지

1. 각 냉매 압력 별 포화 온도를 알 수 있음 (몰리엘 선도가 필요 없음) 

포화 온도를 알 수 있어 압축비를 계산해볼 수 있음 

2. 사용 예 : R-22 냉장고 시스템 기준 사용 온도 -20 ℃ 

•-20 ℃를 맞추면 1.43 bar 나타남 

•즉, 증발 압력이 1.43 bar 

•게이지상 압력이 1.43 bar 보다 낮으면 과열 운전 (냉매 부족) 

•게이지상 압력이 1.43 bar 보다 높으면 습 압축 (냉매 과충전) 판단 가능

압
력
(P
)

엔탈피(h)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팽창
밸브

몰리엘 선도

MODEL 8709

온도 -20 ~ 50 ℃

습도 0 ~ 100 % Rh

1. 휴대가 편리함

2. 즉각적인 반응 속도

온도 / 습도

MODEL 3280-10

도체경 33 mm

1. 얇고 가벼운 포켓사이즈      2. 좌우독립개폐형

3. AC A : 1000A          4. AC V : 600V

5. DC V : 600V          6. 저항 : 42MΩ

클램프 미터마그네틱 테스터 NORDIC

마그네틱 테스터 모터 가운데에
갖다 대면 빨간색 디스크가

펌프의 회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1. 크기 : 6 cm

2. 스크류 콤프 운전 시 전자변이 순차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음 (50%, 75%, 100% 운전) 

3. 왕복동 타입의 로딩 & 언로딩을 테스트 시 사용할 수 있음 

3. AC 전원에서만 사용 가능(DC 전원 사용불가)

MODEL NRD-6

전자변 작동 전 전자변 작동 시

시스템 진단기

MODEL 52270

크기 191 × 93 × 41 (mm)

무게 520 g

온도단위 (범위) ℃, ℉ (-40 ~ 100 ℃)

압력단위 (범위) psi, bar (0 ~ 750 psi)

전원 AA 배터리 X 6개

1. 마이크로프로세서 컨트롤러

2. CFM 풍량 측정가능

3. 최저, 최대치 기록 가능

4. 바람의 평균속도 측정 가능

R0406 8901

풍량
CFM(CUBIC FEET PER MINUTE), 

CMS(CUBIC METERS PER SECOND) 측정가능

풍속 0.7 ~ 25 m/sec

온도 -10 ~ 50 ℃

오차 ± 0.6 ℃

MODEL 8908

풍속 0.4 ~ 30 m/sec

온도 -10 ~ 50 ℃

MODEL 8918

풍속 0.4 ~ 30 m/sec

온도 -10 ~ 50 ℃

습도 5 ~ 95 % Rh

1. Min/Max/Ave. 측정가능

2. WCI (풍속 냉각 값) 표시

3. 크기 - 펼쳤을 때 : 235 × 45 × 25 (mm)

             - 접었을 때 : 140 × 45 × 25 (mm)

1. WCI (풍속 냉각 값) 표시

2. 습도 기능 포함

3. 크기 - 펼쳤을 때 : 235 × 45 × 25 (mm)

             - 접었을 때 : 140 × 45 × 25 (mm)

풍속 / 온도 풍속 / 온도 / 습도풍량 / 풍속 / 온도

감리 또는 건물 관리자 추천 

1. 시스템의 기본정보뿐 아니라 문제 진단을 빠르고 쉽게 확인 

2. 과열도 과냉도 자동계산-냉매 차트나 계산 없이 정확한 냉매 주입량을   

    계산해주며 테스트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풍량, 풍속, 습도 측정 가능 

4. 측정 결과 메모리 후 PC 다운로드 가능 (Excel 포맷, USB) 

5. 백라이트 기능 

6. K-type 프로브 연결 가능 

7. 안테나 메터 (Antenna Type Meter/52254) 옵션 

8. 클램프타입 온도계  (Clamp-On Thermocouple/52336) 포함 

9. 압력변환기 (Pressure Transducer) 포함

안테나 풍속계 (옵션상품)

클램프 온도계 압력측정 센서

측정분야

과열도, 과냉도, 타겟과 열도,

타겟과 냉도, 온도스플릿,

건구&습구 온도, 습도, 이슬점, 

풍량, 풍속, 냉매 주입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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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규격

VET-C 1/4" ~ 3/4"

MODEL 규격

VET-B LI-ION 10.8V /2.6Ah

VET-B-S LI-ION 10.8V / 2.9Ah

MODEL 규격

라이너 1/4" 1/4" (6.35 mm)

라이너 3/8" 3/8" (9.52 mm)

라이너 1/2" 1/2" (12.70 mm)

라이너 5/8" 5/8" (15.88 mm)

라이너 3/4" 3/4" (19.05 mm)

구성품

전동 후레아 공구 (Electric Flaring Tools)

MODEL VET-19-S

규격 1/4", 5/16", 3/8", 1/2", 5/8", 3/4"

충전지 Lithum-ion, 10.8V, 2.6Ah

모터 DC 모터

가공방식 편심형 콘 방식

*옵션 : 클램프, 배터리 추가 구성 가능

1. 빠르고 편리하고 정확한 작업 가능 

2. 좁은 공간에서도 5초면 작업 완료 

3. R-410A 배관 작업에도 적합하도록 설계 

4. 항상 일정한 후레아 작업 가능

동관

크램프

스토퍼

➊ 올림 ➋ 잠금 ➌ 원터치 체결 ➍ 완료

대용량 베터리

배터리클램프라이너

MODEL 규격

424900 1/4" ~ 3/4"

MODEL 규격

424982 10.8V / 1.5Ah

MODEL 규격

424850 1/4" (6.35 mm)

424852 3/8" (9.52 mm) 

424853 1/2" (12.70 mm)

424854 5/8" (15.88 mm)

424855 3/4" (19.05 mm)

• 모든 라이너와 사용 가능

1. 충전후 약 100회 사용

2. 10.8V Lithum - ion

라이너 클램프 배터리

구성품

전동 후레아 공구 (Electric Flaring Tools)

MODEL RF20S

규격 1/4",  3/8", 1/2", 5/8", 3/4"

충전지 Lithum-ion, 10.8 V, 1,500mA

모터 직류모터

가공방식 편심형 콘 방식

*옵션 : 클램프, 배터리 추가 구성 가능

1. 남녀노소, 비전문가까지도 정밀한 후레아 작업 가능 

2. R-410A용 배관에 적합하도록 설계(넓은 후레아) 

3. 빠르고 편리하고 정확한 작업 가능 

4. 좁은 작업공간에서 후레아 작업이 가능

동관

크램프

스토퍼

➊ 올림 ➋ 잠금 ➌ 원터치 체결 ➍ 완료

·클램프 : 3개 (공통사이즈)

·라이너 : 5개 (1/4", 3/8", 1/2", 5/8", 3/4")

45°편심형

동관 높이 조절

라이너
교환가능

VET-B

VET-B-S

빠른 체결

전/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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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2. 커터 포함1. 임페리얼 275FS와 같은 사양        2. 275FS와 호환 사용 가능

MODEL SIZE 비고

275L
1/8", 3/16", 1/4", 5/16", 3/8",

7/16", 1/2", 5/8", 3/4"
확관아답터 포함

MODEL SIZE 비고

275FSC
1/8", 3/16", 1/4", 5/16", 3/8",

7/16", 1/2", 5/8", 3/4"
확관아답터 포함

1. 커터 포함    2. 리마 포함

MODEL SIZE 비고

808AL 3/16", 1/4", 5/16", 3/8", 1/2", 5/8", 3/4" 편심형

•1-1/8" 가능

MODEL SIZE 비고

203 5/8", 3/4", 7/8", 1-1/8" 큰사이즈 전용

후레아 / 확관

후레아 (대구경)

후레아 / 확관

후레아

후레아 (조리개식) 후레아 (조리개식)

MODEL SIZE 가공방식

VFT-808-I 1/4", 5/16", 3/8", 1/2", 5/8", 3/4" 편심형 콘 방식

  R-410용 설계로 누설 없이 깨끗한  작업 가능

MODEL 구성

VFT-809-I 1/4", 5/16", 3/8", 1/2", 5/8", 3/4"

1. R-410A용 설계로 누설 없이 깨끗한 작업 가능 

2. 반자동 (라체트식)

후레아 후레아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한

라체트 방식

편리한

라제트식

RT-200R
(구냉용)

RT-201B
(신냉용)

나사산 실란트 (나이록)

미국 냉동 엔지니어들의 필수 아이템

MODEL RT200-R RT201-B

냉매
R-12, R-22, R-502 외

(CFC & HCFC 시스템)

R-410A, R-134a, R-507 외

(HFC 시스템)

냉동유

미네랄오일(Mineral oil),

암모니아, 프로판, CFC,

HCFC 계열 오일

Synthetic Easter Oil,

PVE Oil, CO2,

HFC 냉매계열 오일

용량 30 ㎖

사용온도 -34.4 ~ 177℃

1. Food Grade의 인체에 무해한 성분

2. 후레아, 체크밸브, 가스켓 등의 누설방지

3. 젤(Gel) 타입으로 굳거나 딱딱해지지 않아 진동과 온도변화에 문제가 없음

사라면에 바르면 누설 안생김 (약 200회 사용가능)

MODEL SIZE 비고

525-F
3/16" ~ 5/8" (4 ~ 16 mm) 조리개형

525

•동관 확관용 펀치와 함께 사용

MODEL SIZE 비고

525-BAR 3/16" ~ 5/8" (4 ~ 16 mm) 조리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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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 커터

베어링 커터 커터날

MODEL SIZE 비고

424241 RB22 용 동용

424231 RBN28 용 동용

424292 RBN30P, RBN42P, RBN67P 용 동용

424240 RBN28S 용 SUS 용

424284 RBN30S, RBN42S, RBN67S 용 SUS 용

MODEL SIZE 비고

VTC-19-B VTC-19 용 동용

VTC-28/28B/35-B VTC-28B,35 용 동용

VTC-42/70-B VTC-42,70 용 동용

MODEL SIZE 브랜드 비고

60107 60101, 60102 용 Yellow Jacket 동용

60099 60101, 60102 용 Yellow Jacket SUS 용

S75015 TC-1000 용 IMPERIAL 동용

S75046 TC-1000 용 IMPERIAL SUS 용

S32633 TC-1050 용 IMPERIAL 동용

274-B 274, 312, TC-1000 용 P&M 동용

7.0017D ROTHEN cutter ROTHENBERGER 동용

베어링 커터

4~28
mm

4~35
mm

MODEL SIZE 비고

VTC-28B 1/8" ~1-1/8" (4~28 mm) 베어링 8개

VTC-35 1/8" ~1-3/8" (4~35 mm) 베어링 8개

베어링 커터

6~42
mm

6~70
mm

MODEL SIZE 비고

VTC-42 1/4" ~1-5/8" (6~42 mm) 베어링 8개

VTC-70 1/4" ~2-5/8" (6~70 mm) 베어링 14개

베어링 커터

3~19
mm

4~28
mm

MODEL SIZE 비고

VTC-19 1/8" ~3/4" (3~19 mm) 베어링 8개

VTC-28 1/8" ~1-1/8" (4~28 mm) 베어링 8개

커터날

베어링 커터

동용

19B28B / 35B42B / 70B

SUS 용

커터날

7.0017D274-B60107

커터 시리즈

원형으로 되어있는 동관을 바르게 펴서

절단을 해야 절단 모양이 올바르게 나옵니다. 

동관 절단 시 

커터를 강하게 돌려 절단할 경우 왼쪽 그림과 같이 동관이 

안쪽으로 휘어지므로 동관 절단 시 약하게 여러 번 돌려 

절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➊  절단모양 ➋ 학관 후 모양 ➌ 결과 ➍ 대책

WARNING
누설발생

MODEL SIZE 비고

RBN67P 1/2" ~ 2-5/8" (12~67 mm) 베어링 14개

MODEL SIZE 비고

RBN67S 1/2" ~ 2-5/8" (12~67 mm) 베어링 14개

1. 시스템 에어컨 작업 시  2. PVC관 절단에 매우 좋음 

3. 베어링 설계로 마찰저항이 1/2로 줄어듦 

4. 종래의 커터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부드러움 

5. 더욱 튼튼해진 Body

MODEL SIZE 비고

RB22 1/8" ~7/8" (3~22 mm) 베어링 7개

RBN28P 3/16" ~1-1/8" (4~28 mm) 베어링 8개

MODEL SIZE 비고

RBN28S 3/16" ~1-1/8" (4~28 mm) 베어링 8개

베어링이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절단 

베어링 커터

RB22

베어링 커터

베어링 커터

베어링 커터

MODEL SIZE 비고

RBN30P 3/16" ~ 1-3/8" (4~35 mm) 베어링 8개

RBN42P 1/4" ~ 1-5/8" (6~42 mm) 베어링 8개

MODEL SIZE 비고

RBN30S 3/16" ~ 1-3/8" (4~35 mm) 베어링 8개

RBN42S 1/4" ~ 1-5/8" (6~42 mm) 베어링 8개

1. 베어링 설계로 마찰저항이 1/2로 줄어듦 

2. 종래의 커터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부드러움 베어링 커터

롤러베어링

베어링 커터

4~35
mm

6~42
mm

3~22
mm

4~28
mm

12~67
mm

1. 시스템 에어컨 작업 시  2. PVC관 절단에 매우 좋음 

3. 베어링 설계로 마찰저항이 1/2로 줄어듦 

4. 종래의 커터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부드러움 

5. 더욱 튼튼해진 Body

베어링이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절단 

베어링 커터

RBN28S

RBN28P

베어링 커터 (SUS용)

베어링 커터 (SUS용)

베어링 커터 (SUS용)

1. 베어링 설계로 마찰저항이 1/2로 줄어듦 

2. 종래의 커터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부드러움 베어링 커터

롤러베어링

베어링 커터

4~35
mm

6~42
mm

4~28
mm

12~6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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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E-29   A VHE-29  B

확관기 (유압식)

MODEL 구성 비고

101HT-A

101HT-H(유압식핸들)

1/4", 3/8", 1/2", 5/8", 3/4", 7/8", 1-1/8"

디버링툴, 튼튼한 하드 케이스

7 헤드

MODEL SIZE 비고

71600-A 3/8", 1/2", 5/8", 3/4", 7/8", 1", 1-1/8" 6,000 psi

1. 아파트 매립배관 사용 시 편리함 

2. 7 헤드   3.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 편리 

※ 옵션 헤드 : 1-3/8", 1-5/8", 2-1/8"

1. 휴대하기 편리한 하드케이스 포함 (세트 적용) 

2. 아파트 매립배관 작업 시 필수 아이템 

3.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확관 가능 

※ 옵션 헤드 : 1", 1-1/4", 1-3/8", 1-1/2", 1-5/8", 1-3/4", 2", 2-1/8"

MODEL VHE-29  A VHE-28 B

규격 3/8", 1/2", 5/8", 3/4", 7/8", 1", 1-1/8"

무게 3 kg

사이즈 390 × 245 × 74 (mm)

옵션 - 35 mm 커터 & 디버링툴 포함

특징과 장점

1. 동관을 가열하지 않고서도 강력한 유압으로 손쉽게 확관이 됩니다. 

2. 손잡이가 안쪽에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용이 콤팩트한 디자인 

3. 동관 작업 시 사용할 수 있는 커터 및 디버링 툴 포함

4. 아파트 매립배관 사용 시 편리함 

※ 옵션헤드 : 1-1/4", 1-3/8", 1-1/2", 1-5/8"   

확관기 (유압식)

※ 풀 옵션의 경우입니다.

101HT-A

확관기 (유압식)

커터 (모세관) 커터 (모세관)

커터

커터

커터

MODEL SIZE 비고

60195 3 mm 모세관 절단용

MODEL SIZE 비고

VRT-101 3 mm 모세관 절단용

MODEL SIZE 비고

60101 1/8" ~ 1-1/8" 28 mm

1.  커터 크기가 작아서 좁은 공간의 작업에 적합

MODEL SIZE 비고

72035 6 ~ 38 (mm) 베어링 8개

베어링 커터

MODEL SIZE 비고

60102 1/4" ~ 1-5/8" 41 mm

MODEL SIZE 비고

206 3/8" ~ 2-5/8" 동관용

MODEL SIZE 비고

TC-1050
1/8" ~ 5/8" 동관용

127

MODEL SIZE 비고

72029 3 ~ 28 (mm) 베어링 8개

베어링 커터

베어링 커터

베어링 커터

커터

3~28
mm

6~28
mm

7~41
mm

3~28
mm

10~67
mm

4~1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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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B-3 / 4 /5

VTB-1 / 2

MODEL VTB-1 VTB-2 VTB-3 VTB-4 VTB-5

규격 3/8" 1/2" 5/8" 3/4" 7/8"

1. 롤러가 장착되어 있어 큰 사이즈 동관 벤딩도 부드럽게 작업이 가능

2. 그립감이 뛰어난 손잡이

MODEL CL14DSL

무부하 스트로크 30분

무게 3.1 Kg

사이즈 277 x 104 x 185 (mm)

배터리 14.4V/ 3.0Ah (8cell Lithium)

충전시간 45

특징과 장점

1. 천정 작업시 최적화된 제품 (Hook 장착)

2. 스파크 및 불똥등 소음없이 깨끗한 커팅 (커팅시 나사산 자동생성)

3. 커터날 하나로 수명이 4배로 연장. 

※ 제품구성 : 전산볼트커터, 충전기, 배터리 2개, 트리머

전산볼트커터

확관기

MODEL SIZE 비고

100B-P 1/4", 3/8", 1/2", 5/8", 3/4", 7/8", 1-1/8" 7 헤드

MODEL SIZE 비고

252681 3/8", 1/2", 5/8", 3/4", 7/8", 1", 1-1/8" 7 헤드

1.  고품질확관기

2. 기본 7 헤드

3. 몸체가 특수소재로 가볍고 견고해서 사용하기에 편리

※ 옵션 헤드 : 1-1/4", 1-3/8", 1-1/2", 1-5/8"

1.  7 헤드 포함

2.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케이스

※ 옵션 헤드 : 1", 1-1/4", 1-3/8", 1-1/2", 1-5/8", 1"3/4", 2", 2-1/8"

확관기

확관볼 (프리미엄)

Model 규격 표면 비고

TEB-0406 1/4" X 3/8" 특수코팅 낱개

TEB-0810 1/2" X 5/8" 특수코팅 낱개

TEB-1214 3/4" X 7/8" 특수연마 낱개

TEB-1618 1" X 1-1/8" 특수연마 낱개

TEB-0410 1/4" X 3/8"(1개) + 1/2" X 5/8"(1개) 특수코팅 세트

특징과 장점

1. 전세계가 인정한 국제 특허품

2. 언제든 전동공구에 손쉽게 장착하여 확관 작업 가능

3. 특수 코팅 처리로 장갑을 끼지 않고도 작업 가능

4. 확관 작업 시 이바리나 이물질이 뒤로 빠지도록 디자인 설계

5. 매립배관에서 편리한 작업 가능.

TEB-0406 TEB-0810 TEB-1214 TEB-1618 TEB-0410

롤러 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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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IZE

370FH 3/16", 1/4", 3/8", 1/2"

MODEL SIZE

368-180 1/4", 5/16", 3/8"

MODEL SIZE

안 스프링 벤더 (1 m) 3/8", 1/2", 5/8", 3/4"

안 스프링 벤더 (2 m) 1/2", 5/8", 3/4"

MODEL SIZE

404L 1/4", 5/16", 3/8", 1/2", 5/8", 3/4", 7/8"

MODEL SIZE

바깥 스프링벤더 1/4", 5/16", 3/8", 1/2", 5/8", 3/4"

삼종 벤더

삼종 벤더 멀티 벤더

1. 부드럽게 180°벤딩 가능  2. 알루미늄 몸체로 가벼움 

3. 벤더 1개로 1/2"까지 4가지 사이즈 가능

MODEL SIZE

470FH 3/16", 1/4", 5/16", 3/8"

1. 동관 및 얇은 스텐 관용  2. 180°벤딩 가능 

3. Size는 작아지고 Power는 향상된 제품

180°

안 스프링 벤더 국산

1/2"까지
 가능

삼종 벤더

바깥 스프링 벤더

5/8" ~ 7/8"

1/4" ~ 1/2"

벤더 (SUS용)

MODEL 규격 비고

364A-04 1/4"

inch 벤더

364A-05 5/16"

364A-06 3/8"

364A-08 1/2"

364A-10 5/8"

364A-12 3/4"

364A-14 7/8"

364M-06 6 mm

mm 벤더

364M-08 8 mm

364M-10 10 mm

364M-12 12 mm

364M-15 15 mm

364M-16 16 mm

364M-19 19 mm

MODEL 규격 반지름 무게

664FH-04 1/4" 9/16 mm 0.54 kg

664FH-06 3/8" 15/16 mm 1.67 kg

664FH-08 1/2" 1-1/2 mm 3.44 kg

편리한 벤팅값 측정 그립감 좋은 손잡이 롤러방식

• 롤러방식으로 SUS 배관도 부드럽게 벤딩 가능

BEND TO 90。 PULL TRIGGER TO
RELEASE HANDLE

RAISE HANDLE UP
& RELEASE TRIGGER

LOWER HANDLE TO
COMPLETE BEND

➊ ➋ ➌ ➍ ➎

• 동관 벤더 mm / inch

Patented

FHA
5/8" ~ 1"

벤더

MODEL 규격 반지름 (mm)

364-FH-02 1/8" 9.525

364-FH-03 3/16" 11.112

364-FHB-04 1/4" 14.288

364-FHB-05 5/16" 17.462

364-FHB-06 3/8" 23.812

364-FHB-08 1/2" 38.100

364-FHA-10 5/8" 57.150

364-FHA-12 3/4" 76.200

364-FHA-14 7/8" 76.200

364-FHA-16 1" 114.300

0。

90。 90。

180。

FHB Series의 특징

• 동관 벤더 inch

벤더

FHB
1/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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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동관규격 렌치규격 토르크 세팅값 길이

ATQ-180 1/4" 17 mm 183 kgf/cm (18 N·m) 215 mm

ATQ-380 3/8" 22 mm 387 kgf/cm (38 N·m) 260 mm

ATQ-500 1/2" 24 mm 560 kgf/cm (55 N·m) 260 mm

ATQ-800 5/8" 27 mm 815 kgf/cm (80 N·m) 290 mm

ATQ-1000 3/4" 36 mm 1019 kgf/cm (100 N·m) 370 mm

ATQS-41 1/4", 3/8", 1/2", 5/8" (4-pc세트)

MODEL 동관규격 (렌치규격) 토르크 세팅값 렌치길이

RTQ-180 1/4" (17 mm) 18  N·m (183 kg/cm) 222 mm

RTQ-380 3/8" (22 mm) 38  N·m (387 kg/cm) 255 mm

RTQ-500 1/2" (24 mm) 55  N·m (560 kg/cm) 270 mm

RTQ-800 5/8" (27 mm) 80  N·m (815 kg/cm) 300 mm

RTQS-41 1/4", 3/8", 1/2", 5/8" (4-pc세트)

1. 라체트 방식처럼 한번 체결하여 계속 조일 수 있음 

2. 토르크 값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별도로 토르크 값을 맞출 필요 없어 간편함 

3. 일본 시장 HIT 상품

일본 시장에서는 90% 이상이 
일체형 구조의 토르크렌치를 사용합니다. 

1. 불편하게 사이즈별로 헤드를 교체하면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Size 별 토르크 값을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이 사이즈별로 토르크 값이  

    세팅된 렌치를 사용함으로 시간 절약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ODEL PM-80N8

구성 6-스페너 헤드(17, 22, 24, 26, 27, 29 mm) & 1/2" 복스 라체트 헤드

토르크 범위 10 ~ 80 N·m

1. 핸들 하나로 6 size 사용 가능              2. 토르크 값 조정할 수 있음 

3. 복스라체트 헤드 포함으로 확장성 증대(복스라체트로도 사용 가능)

MODEL 토르크 세팅값 크기 헤드번호(mm)

633A

180 kg/cm2 (18 N·m) 1/4" 17

420 kg/cm2 (42 N·m) 3/8" 22

550 kg/cm2 (55 N·m) 1/2" 24

650 kg/cm2 (67 N·m) 5/8" 27

550 kg/cm2 (55 N·m) 1/2" 26

650 kg/cm2 (67 N·m) 5/8" 29

1. 핸들 하나로 6 size 사용 가능     2. 토르크 값을 조정할 수 있음

토르크 렌치 (라체트 방식) BBK
JAPAN

토르크 렌치 (일체형) BBK
JAPAN

토르크 렌치 (고급형) 토르크 렌치 (일반형)

토르크 렌치 (디지털)

• 사이즈 조절 가능한 스패너 헤드 (10~32 mm)

MODEL DW-0885

길이 270 mm

토크범위 8~85 N·m

정밀도 ±2 %

MODEL 60648

길이 270 mm

토크범위 4.2~85 N·m

정밀도 ±2 %

사용온도 -10~60 ℃

1. 사이즈 조절 가능한 스패너 헤드 

2. 확인이 바로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 

3. 시계방향 & 반시계 방향 모두 사용 가능

4. 최고 수치 멈춤 기능

5. 알람 기능 (9개, 세팅값 도달 시)

6. 자동 꺼짐 기능

7. 설정된 토르크 값의 80% 도달 시 [녹색 LED] 표시

8. 설정된 토르크 값의 100% 도달 시 [적색 LED] 표시

9. 토르크 값이 110 % 도달 시 [ERO] 표시

토르크 렌치 (디지털)

원하는 토르크 값을 설정하여 안심하고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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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각

냉동 라체트

냉동 라체트

냉동 라체트

냉동 라체트

• 좁은 공간 사용 용이

냉동 라체트

냉동 라체트

냉동 라체트

냉동 라체트

MODEL SIZE

127-C 1/4", 3/16", 3/8", 5/16"

MODEL SIZE

60613 1/4", 3/16", 3/8", 5/16"

MODEL SIZE

122 1/4", 3/16", 3/8", 5/16"

MODEL SIZE

60616 1/4", 3/16", 3/8", 5/16"

MODEL SIZE

60612 1/2", 9/16" 1/4", 3/16"

MODEL SIZE

60615 3/8", 1/2"

MODEL SIZE 비고

60618      1/4", 3/16", 3/8", 5/16" 강력한 내구성

60617 Sporlan 팽창변 1/8", 3/16"

MODEL SIZE

123-C 1/2", 9/16" 1/4", 3/16"

전동 벤더

MODEL Robend 4000

규격
5/8", 3/4", 7/8", 1-1/8"

(기본 4 헤드)

무게
경량의 13 kg 벤더로

현장에서도 손쉽게 벤딩 가능

MODEL GB-14 / 16 / 18

동관규격 7/8" / 1" / 1-1/8"

반지름 7/8" (88.9 mm) 1" (101.6 mm) 1-1/8" (114.3 mm)

1. 편리한 작업을 위한 삼각대 포함 

2. 1-1/4" 동관까지 벤딩 가능 

3. 자동 각도 세팅 가능 

※ 옵션 헤드 추가 구성 가능 : 1/2", 1"

1. 벤딩 전 파이프를 가열할 필요가 없음 

2. 180°벤딩 가능 

3. 기어 시스템을 통해 손쉬운 벤딩 가능 

4. 접을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한 삼발이 포함

기어 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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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10B

전압
18V / 4.0

Ah Lithium battery145

사용압력(최대압력) 72 psi / 5 bar

최대압력 145 psi / 10 bar

유속량 4.0 ℓ/min

모터 80 W

무게 4.2 Kg

특징과 장점

1. 호스 사용 시 자동 릴(Reel) 기능 장착

2. 핀 손상을 막기 위한 수압 조절 기능 (1~2단)

3. 자동 압력 조절기 내장

4. 강력한 분무량 (분당 4L)

특징과 장점

1. 18 V Lithium battery 장착 

2. BOSCH, Makita, AEG and RIDGID 배터리 호환가능
(호환아답터)

3. 호스 사용 시 자동 릴(Reel) 기능 장착

4. 핀 손상을 막기 위한 수압 조절 기능 (1~2단)

5. 자동 압력 조절기 내장 

6. 강력한 분무량 (분당 4L)

전동 분무기

전동 분무기 (무선 베터리 타입)

MODEL C10

전압 230V~/50~60Hz

사용압력 72 psi / 5 bar

최대압력 145 psi / 10 bar

유속량 4.0 ℓ/min

모터 100 W

무게 3.7 Kg

C10B

C10

전동 오일 펌프

MODEL R4 R6

전압 230V~/50~60Hz 230V~/50~60Hz

모터 (HP) 1/3 HP 3/4 HP

최대압력 16 bar (232 psi) 25 bar (363 psi)

주입량 150 L/h 350 L/h

흡입구 1/4" & 3/8" SAE 1/4" & 3/8" SAE

특징과 장점

1. 더 이상 힘들게 펌프질을 하면서 냉동유를 주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최대 363 psi의 강력한 Power로 대량의 냉동유를
     빠르게 주입할 수 있습니다. 

3. 과열 방지 장치 장착

4. 낮은 온도에서도 손쉽게 주입 가능 

오일펌프

콤프레셔냉동유

전동오일펌프 사용방법

1. 일회 펌프시 112 ㎖

2. 모든 크기의 오일통에 사용 가능 

3. 스탠드가 있어 발로 밟고서 사용 가능

4. 250 psi까지 펌핑 가능

1. 일회 펌프시 78 ㎖

2. 200 psi 압력까지 펌핑 가능 

3. 고무 스토퍼로 1, 2-1/2, 5

    갤론 오일통에 맞음

1/4"

시스템 오일 보충

Service Tools서비스 공구

오일 펌프 (디럭스) 오일 펌프 (컴비네이션)

열 림
잠 김

액
상
냉
매

이
슬
형

냉
매

1/4"M X 3/8"Fe.Fl
닛불포함

3/8"

MODEL 77930 MODEL 77940

1/4" 호스 포함

R6

R4

특징과 장점

1. 호스 사용 시 자동 릴(Reel) 기능 장착

2. 핀 손상을 막기 위한 수압 조절 기능 (1~2단)

3. 자동 압력 조절기 내장

4. 강력한 분무량 (분당 4L)

[Upgarde] Water Gun Type

[Upgarde] Water Gu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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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0

352

깨끗이 청소할 때

구부러진 핀을펼 때

핀빗 (고급형)

MODEL 61158

SIZE 8" ~ 20"

비고 6EA - 1 Set

핀빗 (일체형) 핀빗 (우산형)

리머리머

MODEL 사용범위 비고

351 8", 9", 10", 12", 14", 15" 분해, 조립가능

MODEL SIZE 재질 비고

209 3/16"~1-3/8" 금속 동관용

MODEL SIZE 재질 비고

208 3/16"~1-3/8" 플라스틱 동관용

MODEL SIZE 비고

61170 고급형
Universial 타입

352 일반형

• 날 교환 가능

MODEL SIZE 비고

VTT-5 12.5 cm 플라스틱

• 날 교환 가능

MODEL SIZE 비고

RB-1000 12 cm 금속

MODEL SIZE 비고

861-3 12 cm 금속

디버링툴 디버링툴디버링툴

전동분무기 (무선 배터리 타입)

전동분무기

스프레이 건
Type

MODEL PCW-4S PCW-4B

전압 230V~ / 50~60 Hz 4.8 Ah Lithium,battery

사용압력 72 Psi / 5 bar

최대압력 145 Psi / 10 bar

유속량 4.0 L/min

모터 80 w

무게 5 Kg

특징과 장점

1. 원터치 방식의 호스 연결

2. 자동 압력 조절기 내장 

3. 강력한 분무량 (분당 4L)

4. 모든 악세사리 제품안에 보관 (휴대가 용이함) 

C25

몸체

노즐어깨끈

호스아답터

MODEL C25

배터리 리튬(Lithium) 배터리 / 20V / 2.0Ah

최대압력 25 bar (362 psi)

유속량 3.0 L/min

모터 80 W

무게 1.7 Kg

특징과 장점

1. 20V Lithium battery 장착

2. High & Low 2단 조절장치

3. 충전시간 2시간 & 사용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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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사용범위 비고

DDI-850 1/4" ~ 1" LPG 기준

1. 독일, 일본 수출제품

2. 놀라운 화력

MODEL 사용범위 비고

RP3T2 1-1/2" 까지 2중 토치

MODEL 사용범위 비고

DDI-750 1/4" ~ 1" LPG 기준

•LPG캔을 벨트에 걸고 편리한 용접 가능 벨트고정후크 포함

MODEL 사용범위 비고

RP3T3 2-1/2" 까지 3중 토치

벨트고정후크 포함•LPG캔을 벨트에 걸고 편리한 용접 가능

자동 토치 자동 호스 토치

이중 토치 삼중 토치

1-1/2"
동관용접

2-1/2"
동관용접

Brazing Tools용접공구

MODEL SIZE 비고

201 175 mm

동관압착용201A 250 mm

RR 175 mm

MODEL STRIPS NOM.길이

IE-120 20 ~ 10AWG 230 mm

MODEL SIZE

21171 1.5,  2,  2.5,  3,  4,  5,  6 (mm)

육각접렌치 (7 pcs)스트리퍼냉동 바이스

렌턴 (LED)

렌턴 (충전식)

MODEL 사양

Z-M112B 140 LUMENS, 베터리 AAA 3EA

1. 140 루멘의 밝기  2. 180도 조절 가능한 자석 내장 

3. 어두운 실내, 자동차, 비상시, 캠핑 등 작업용에서 레저용까지 OK!!

MODEL 1 비고

60590 Max. 45mm hub 금속

1. 강력한 4140 크롬몰리스틸

2. 15/16" Hex 헤드

MODEL Hemimini

밝기 1000 LUMENS / 500 LUMENS

연속사용시간 3 Hours (1000 LUMENS) / 6 Hours (500 LUMENS)

배터리 Li-ion(2200mAh)

팬 날개 뽑기

1. 전기가 없는 신축 현장에서 매우 효과적

2. 월등한 밝기 (1,000 루멘)

3. 2단계 밝기 조절 가능

1000 루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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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ng Tools용접공구

2146
1251

열 차단포

1. 재 사용 가능 

2. 구부려 사용할 수 있음 

3. 석면이 안 들어간 안전한 제품 

4. 단열재, 나무, 벽지, 전선, 페인트 등을 용접 시 보호 

5. 아파트 매립배관 용접 시 사용 가능

MODEL 사용범위 사용온도 녹는온도

F1312 300 × 300 (mm) 1400 ℃ 1760 ℃

MODEL 사용범위 비고

8201 (大) 1/2" ~ 3" 16 cm (길이) × 7 cm (폭)

8202 (小) 1/4" ~ 7/8" 12 cm (길이) × 5 cm (폭)

•이중구조로 되어 타제품에 비해 내구성이 우수함

MODEL 형태 크기 핸들길이

78100 원형 95 mm 최장 70 cm

78101 사각 95 × 50 (mm) 최장 70 cm

MODEL 형태 크기 핸들길이

2146 원형 50 mm 최장 46 cm

2149 사각 50 x 90 (mm) 최장 50 cm

1251 타원형 25 x 50 (mm) 최장 57 cm

이중 불받이 용접거울

용접거울

깨지지 않는 

스텐재질

78100

78101

小 大

이중 토치 (LPG-400G 用)자동 토치 (LPG-400G 用)

MODEL 사용범위 비고

DDI-900 1/4" ~ 1" LPG 기준

MODEL 사용범위 비고

DDI-950 1/4" ~ 1-1/2" LPG 기준

1. 산업용 LPG 용기에 직접 체결해서 사용 가능 한 피팅 

2. 별도의 아답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3. 강력한 Flame과 가벼운 무게

1. 2개의 불대로 1-1/2" 대구경 동관까지 용접 가능 

2. 산업용 LPG 용기에 직접 채결해서 사용 가능 한 피팅 

3. 별도의 아답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1. LPG캔에 연결 

2. R-12 & 22에서 14 g/yr까지 감지 가능 

3. 신냉매에서는 반응하지 않음 (R-134a, R-407C, R-410A 등) 

4. 냉매와 접촉 시 불꽃의 색깔이 녹색으로 변한다.

MODEL 사용냉매 비고

PLD33V CFC, HCFC LPG캔 별도

헤라이 토치 (누설탐지기)

MODEL 용기 높이 둘레 용량

LPG 용기 (말타니) 250 mm 75 Φ 330 g

LPG 용기

2
5

0
m

m

75Φ

1.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 250 mm의 크기로 휴대가 용이

2.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제품으로 재충전 가능

3. 아답터 탈부착으로 게이지와 토치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

<사용 예>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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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저압

고압

저압

고압

저압

알루미늄 Body
사이트글라스

MODEL 호스구성 호스구성

89661-MBRK1 RYB-60" 신냉용

매니폴드게이지 (R-134a) 매니폴드게이지 (R-134a)

호스

MODEL 호스구성 호스구성

41393 RYB-60" (자동차용) 신냉용

R-134a

MODEL 호스구성

360G RYB-60" (자동차 用)

호스길이 60"(1.5 m) / 72"(1.8 m) / 96"(2.4 m) / 3 m / 5 m

노랑 1/2"Fe. ACME × 1/2"Fe. ACME

빨강 1/2"Fe. ACME × 14 mm Male

파랑 1/2"Fe. ACME × 14 mm Male

R-134a

R-134a

R-404A

R-22

R-407C

매니폴드게이지 (R-134a)

MODEL SIZE

QC-H 14mmFe.90°

QC-L 14mmFe.90°

MODEL SIZE

82834 14mmFe.90°

82934 14mmFe.90°

MODEL SIZE

41301 14mmFe.90°

41302 14mmFe.90°

21-H 14mmFe.90°

21-L 14mmFe.90°

82834
고압

82934
저압

QC-H
고압

QC-L
저압

퀵 커플러 (R-134a) 퀵 커플러 (R-134a) 퀵 커플러 (R-134a)

41301 / 21-H
고압

41302 / 21-L
저압

1430

150
4

R-134A MAC
Directive

R-1234yf

-90% -99.7%

유럽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친환경 냉매인 R-1234y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ODEL 호스구성 압력표시

49849 RYB-60" ℃/℉/psi/bar

MODEL 호스구성 압력표시

83272 RYB-72" bar/psi

매니폴드게이지 (R-1234yf)매니폴드게이지 (R-1234yf)

R-1234yf

1. 80Φ 게이지로 숫자를 쉽게 읽을 수 있음

2. 1.6 class의 정밀게이지

MODEL 비고

83834 High side

83934 Low side

MODEL 비고

QC-16-H High side

QC-16-L Low side

MODEL 비고

41441 High side

41442 Low side

퀵 커플러 (R-1234yf) 퀵 커플러 (R-1234yf)퀵 커플러 (R-1234yf)

R-1234yf 냉매의 특징

1. 독성이 낮다. 

2. 지구 온난화 지수가 낮다. (Low GWP ; GWP=<1)

3. 오존층 파괴 지수가 0 이다.  

4. 약 가연성 냉매이다. (Class A2L Refrigerant) 

5. 매우 친환경적인 냉매이다. 

6. R-1234yf의 사용압력은 R-134a와 거의 흡사하다. 

Global warming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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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ECH OT-MC

SIZE 254 x 203 x 292 (mm)

핸들까지 높이 457 mm

포켓 48 개

•사출성형 박스 내장 

공구가방 오픈형 (TECH OT-MC) 수납형 공구집 (TP3B)

백팩형 공구가방 (TECH-PAC) 백팩형 공구가방 (TECH-PAC LT)

MODEL TECH-PAC LT

SIZE 355 x 215 x 482 (mm)

포켓 27 개

저장 플랫폼 4 곳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구가방

•노트북 및 필기구 수납가능 

MODEL TECH-PAC

SIZE 361 x 250 x 546 (mm)

포켓 43 개

저장 플랫폼 4 곳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백팩형 공구가방

앞면 내부

뒷면 내부

앞면 내부

뒷면 내부

546

292

482

250

203

361

254

215
355

미국 냉동 엔지니어가 만든 최고급 VETO PRO PAC 가방
25년의 노하우가 가방안에 담겨 있습니다.

공구가방 (TECH-LC) 공구가방 대형 (TECH-XL)

MODEL TECH-XL

SIZE 419 x 241 x 527 (mm)

포켓 80 개

스판 포켓 14 개

MODEL TECH-LC

SIZE 342 x 241 x 482 (mm)

포켓 53 개

지퍼 포켓 6 개

앞면 내부

뒷면 내부

앞면 내부

뒷면 내부

•와이드한 디자인 

•80개의 포켓과 수공구, 부속 상사, 계측기, 무선 임팩드릴

   등을 넣을 수 있는 넉넉한 수납공간

MODEL TECH-MC

SIZE 254 x 203 x 317 (mm)

포켓 27 개

저장 플랫폼 2 곳

MODEL TECH-MCT

SIZE 254 x 203 x 355 (mm)

포켓 44 개

저장 플랫폼 2 곳

•Compact 디자인  •고급형 공구가방 •Compact 디자인  •가성비 좋은 보급형 공구가방

공구가방 (TECH-MCT) 공구가방 (TECH-MC)

•53개의 포켓과 무선 임팩드릴 및 계측기를 넣을 수 있는

   넉넉한 수납공간

355

482

317

527

203
203

254

254

241
342

241 419

•튼튼한 플라스틱 바닥으로 디자인 되어 있어 작업 중 어디서나 세워서 보관이 용이함 

MODEL TP3B

SIZE 177 x 114 x 279 (mm)

포켓 15 개

테이프 띠 1 개

279

114
177

"TECH" Series 공구가방 구매 시

"TP3B" 하나가 FREE (재고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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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펌프 (아날로그 진공게이지)

진공펌프 (디지털 진공게이지)

MODEL M930 M1230

CFM 9 CFM 12 CFM

최저진공도 0.015 torr

HP 1 HP

흡입구 1/4" x 3/8"

오일주입량 600 ㎖

크기 346 x 145 x 302 (mm)

무게 11.5 kg

전원 230 V /  50~60 Hz

R-32, R-1234yf, R-1234ze 등
가연성 냉매 시스템까지도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

1. 혁신적인 가벼움

2. 디지털 진공게이지 내장 모델

3.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DC모터 사용

4. 새로워진 2 stage 실린더로 인하여 진공작업 속도 향상

※ 스마트 컨트롤 밸브란?
전원 차단시 역류되는 진공오일을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밸브

MODEL M920 M1220

CFM 9 CFM 12 CFM

최저진공도 0.015 torr

HP 1 HP

흡입구 1/4" x 3/8"

오일주입량 600 ㎖

크기 346 x 145 x 302 (mm)

무게 11.5 kg

전원 230 V /  50~60 Hz

R-32, R-1234yf, R-1234ze 등
가연성 냉매 시스템까지도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

1. 혁신적인 가벼움

2. 아날로그 진공게이지 내장 모델

3.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DC모터 사용 

4. 새로워진 2 stage 실린더로 인하여 진공작업 속도 향상

※ 스마트 컨트롤 밸브란?
전원 차단시 역류되는 진공오일을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밸브

NAVTEK BRAND

휴대용 공구집

공구가방 (VTB-8)

TP4 TP3

긴 계측기 수납에 용이 

수납형 공구집 (MB, MB2)

공구가방 (TB-52)

•백팩형 공구가방

MODEL VTB-8

SIZE 360 × 205 × 456 (mm)

포켓 27 개

•안쪽에 쿠션이 있어서 제품을 보호 할 수 있음 

•플라스틱 하드 케이스 

MODEL SIZE

DDI-CASE 350 × 300 × 80 (mm)

•간단한 작업현장  •사다리 위에서 작업시 편리함

MODEL TP3 TP4

SIZE 139 x 120 x 241 (mm) 177 x 120 x 241 (mm)

포켓 13 개 15 개

계측기포켓 1 개 1 개

테이프 띠 1 개 1 개

MODEL MB MB2

SIZE 203 x 76 x 228 (mm) 203 x 76 x 330 (mm)

포켓 10 개 10 개

계측기 포켓 2 개 2 개

다용도 케이스

MODEL TB-52

•IMPERIAL 오리지널 공구가방

241 241

120 120
177 139

수납형 공구집 (TP3,TP4)

MB MB2

228
330

76 76203
203

456

360

300

350

수납용 파우치 (PB4)

4-PACK / SET

MODEL PB4

SIZE 266 x 184 (mm)

구성 파우치 4개 / SET

•4가지 색상으로 구분해서 정리하기 편리함 

•후크가 달려있어 공구가방에 붙여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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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TEK BRAND

매니폴드게이지 

MODEL VRM1-B-0102 VRM1-B-0301

사용가능냉매 R-22, R-134a, R-404A, R-407C

호스 호스 미포함

압력범위 -30 inHg ~ 800 psi -30 inHg ~ 550 psi 

MODEL VRM2-B-0401 VRM2-B-0501

사용가능냉매
R-22, R-134a,

R-410A, R-407C
R-22, R-134a,

R-404A, R-407C

호스 
R&B 1/4 x 5/16

Y 1/4 x 1/4
Y 1/4 x 1/4

호스길이 3 x 150 (cm) 3 x 150 (cm) 

압력범위
저압 : -30 inHg ~ 550 psi 

고압 : -30 inHg ~ 800 psi

저압 : -30 inHg ~ 350 psi 

고압 : -30 inHg ~ 400 psi

1. Class 1 .0 레벨의 압력게이지 장착

2. 편리한 폴딩형 고리 (Folding Hook)

3. 사용하기 편리한 볼밸브형 핸들

4. ON/OFF시 핸들의 90°움직임으로 조절 가능. 

1. Class 1 .0 레벨의 압력게이지 장착

2. 편리한 폴딩형 고리 (Folding Hook)

3. 사용하기 편리한 볼밸브형 핸들

4. ON/OFF시 핸들의 90°움직임으로 조절 가능

싱글게이지

진공게이지

냉매 누설 탐지기

MODEL VML-1

센서감도 3 g/year

사용가능냉매 CFC, HCFC, HFC 냉매

배터리 충전식 Lithium 베터리 (5V)

무게 350 g

1. 수명이 길고 정교한 Heating Semiconductor 타입의 센서

2. 충전용 Lithium 베터리 내장

3. 누설부위를 찾아갈 수 있는 정교한 RESET 기능 장착

MODEL VMV-1

최대가능압력 72 psi

측정범위 0 ~ 75,000 Microns

최저단위 1 Micron

정확도 ± 5 %

사용온도 0 ~ 50 ℃

측정단위 Microns, Pa, mbar, mmHg

센서타입 Pirani Sensor

사이즈 147 x 59 x 33 (mm)

무게 12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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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기술자료 INDEX

인치 (Inch) 미리 (mm)

1/8 " 3.175

3/16 "  4.762

1/4 " 6.350

5/16 " 7.938

3/8 " 9.525

7/16 " 11.112

1/2 " 12.700

9/16 " 14.288

5/8 " 15.875

11/16 " 17.462

3/4 " 19.050

13/16 " 20.638

7/8 " 22.225

1 "  25.400

1-1/8 " 28.575

1-1/4 " 31.750

1-3/8 "  34.925

1-1/2 " 38.100

1-5/8 "  41.275

1-3/4 "  44.450

2 " 50.800

길이 단위 환산 (Linear meaures)

mm × 0.03937 = inches inches × 25.4 = mm

m × 3.281 = feet feet × 0.3048 = m

m × 1.0936 = yards yards × 0.9144 = m

Km × 0.621337 = miles miles × 1.609432 = Km

면적 단위 환산 (Square measures)

mm2 × 0.00155 = sq inches sq inches × 645.2 = mm2

cm2 × 0.155 = sq inches sq inches × 6.452 = cm2

m2 × 10.764 = sq feet sq feet × 0.0929 = m2

m2 × 1.196 = sq yards sq yards × 0.8361 = m2

Km2 × 0.3861 = sq miles sq miles × 2.59 = Km2

ha × 2.471 = acres acres × 0.4047 = ha

부피 단위 환산 (Capacity)

mm2 × 0.00155 = sq inches sq inches × 645.2 = mm2

cm2 × 0.155 = sq inches sq inches × 6.452 = cm2

m2 × 10.764 = sq feet sq feet × 0.0929 = m2

m2 × 1.196 = sq yards sq yards × 0.8361 = m2

Km2 × 0.3861 = sq miles sq miles × 2.59 = Km2

ha × 2.471 = acres acres × 0.4047 = ha

ha × 2.471 = acres acres × 0.4047 = ha

무게 단위 환산표 (Weights)

g × 15.432 = grains grains × 0.0648 = g

g × 0.0353 = oz oz × 28.35 = g

Kg × 35.27 = oz oz × 0.02835 = Kg

Kg × 2.2046 = lbs lbs × 0.4536 = Kg

Kg × 0.001102 = U.S.tons(short) U.S.tons(short) × 907.2 = Kg

Kg × 0.000984 = long tons long tons × 1016.048 = Kg

체적 / 유량 단위 환산표 (Flows)

ℓ/min × 0.2642 = gallon/min gallon/min. × 3.785 = ℓ/min

ℓ/min × 0.03531 = cfm cfm × 28.317 = ℓ/min

ℓ/hr × 0.0044 = gallon/min gallon/min × 227.1 = ℓ/hr

압력 단위 환산표

psi kPa kg/cm2 inches of Hg mm of Hg bar mbar

1psi 6.895 0.07031 2.0360 51.715 0.0689 68.948

1kPa 0.1450 0.01020 0.2953 7.501 0.0100 10

1kg/cm2 14.2233 98.067 28.9590 735.559 0.9807 1013.250

1 inch of Hg 0.4912 3.386 0.03453 25.4 0.0339 33.864

1 mm of Hg 0.0193 0.133 0.00136 0.0394 0.0013 1.333

1 bar 14.5038 100 1.01972 29.53 750.063 1000

1 mbar 0.0145 0.1 0.00102 0.0295 0.75 0.001

진공 단위 환산표

물의 끓는점 Micron Torr mbar psia 진공 (%)

100 ℃ 760000 760 1013 14.696 0

96.1 ℃ 535000 535 713.01 10.35 29.6

80 ℃ 355092 355.1 473.456 6.87 53.28

70 ℃ 233680 233.68 311.574 4.52 69.26

60 ℃ 149352 149.35 199.134 2.89 80.35

50 ℃ 92456 92.46 123.28 1.79 87.83

40 ℃ 55118 55.12 73.494 1.06615 92.75

30 ℃ 31750 31.75 42.334 0.6141 95.82

15 ℃ 12700 12.7 16.934 0.2456 98.33

7.2 ℃ 7620 7.62 10.16 0.1474 99

-6.1 ℃ 2540 2.54 3.386 0.0491 99.66

-31.1 ℃ 254 0.254 0.3386 0.00491 99.97

-37.2 ℃ 127 0.127 0.1693 0.00246 99.98

10 0.01 0.0133 0.00019 99.9987

0 0 0 0 100

단위 환산표

▶ Inch 단위 환산표

호스 길이

1 ft = 12 " = 30.48 cm

3 ft = 36 " = 91.44 cm

4 ft = 48 " = 121.92 cm

5 ft = 60 " = 152.40 cm

6 ft = 72 " = 182.88 cm

8 ft = 96 " = 243.8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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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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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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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86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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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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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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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50

100

90

70

50

4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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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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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 × 1.8 + 32 ℃ = (℉ - 32)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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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8

49519

49520

49811

49849

49865

49911

49965

52227

52245

52246

52270

53615

53660

55661

55800

56100

60099

60101

60102

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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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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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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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0

77

77

34

34

34

34

34

34

79

79

78

78

78

Model #

60195

60590

60612

60613

60615

60616

60617

60618

60648

60667

60668

61158

61170

67010

67020

67021

67023

67030

68010

68800

68801

69011

69020

69044

69048

69067

69071

69075

69228

69341

69344

69373

69382

69400

69500

69555

69560

69561

69562

69705

69712

69782

70132

70134

72029

72035

77930

77940

78100

78101

81636

81648

81660

81736

81748

81760

82834

82934

83272

83834

8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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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4, 38

50

5

6

6

6

6

6

6

5

38

5

38

38

5, 38

5, 38

4

4

34

19

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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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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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9

59

59

59

59

54

54

54

54

54

54

54

4, 34

62

61

69

69

37

37

36

36

39

39

39

39

74

79

79

33

39

59

Model #

90065

90067

90510

91498

92723

93192

93533

93545

93565

93585

93595

93610

93825

93825

93827

93827

93834

93843

93844

93855

93860

94160

95007

95014

95733

95764

98061

98315

99961

252681

424231

424240

424241

424284

424292

424850

424852

424853

424854

424855

424900

424982

01552

100B-P

101HT-A

123-C

127-C

14100-200

14200-200

15-V

15-V-410

16C

17C

18C

19130 (대만)

201A

21H

21L

250-GF

26C

27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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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

35

79

3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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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9

36

36

36

31

31

65

36

36

36

36

36

27

33

51

5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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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Model #

275-FSC

275-L

27C

2SP-V

3280-10

33661-EBK1-G

33661-MBRK1-G

336-RYB

343-PC

360G

360-RYB

360-RYB-L

364A-04

364A-05

364A-06

364A-08

364A-10

364A-12

364A-14

364-FH-02

364-FH-03

364-FHA-10

364-FHA-12

364-FHA-14

364-FHA-16

364-FHB-04

364-FHB-05

364-FHB-06

364-FHB-08

364M-08

364M-10

364M-12

364M-16

364M-19

368-180

370-FH

372-RYB

372-RYB-L

396-RYB

396-RYB-L

40360-JT

404L

405RH/RL

42010-10

42016-10

42017-10

431-CM

432-CM

470-FH

49262-60

49262-60-JT

49262-72

49262-72-JT

49585-D

500-CD

500-GF

52224-A

52224-D

52225-A

52225-B

525-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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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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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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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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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9, 39

1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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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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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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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7

67

67

8

36

71

71

72

32

40

32

63

75

75

76

76

82

66

Model #

525-F

535-C

545-C

55102-1400

55102-2400

560G

560GF

627-0402

627-0404

633A

6533-03

6568RB

664FH04

664FH06

664FH08

672-0402

672-0404

69047-LTE

691234YF

69350-220

69700(6EA)

69700-낱개

69HVAC-Pro2

7.0017D

71600-A

79583-10

803-04

803-06

808AL

861-3

88DC

89661-MBRK1

90333-R

90335-R

93661-MBRK1

944kit

947kit

948kit

96261-EBK1

99661-A

ATQ-1000

ATQ-180

ATQ-380

ATQ-500

ATQ-800

ATQS-41

BRP-15D

BY-100

C10

C10B

C25

CH

CHV-01

CL

CL14DSL

DDI-750

DDI-850

DDI-900

DDI-950

DDI-case

DW-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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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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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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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7

19, 3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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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68

75

Model #

EBHK1

EBLK1

EH

EL

EL-520

EL-720

F1312

FC-0402

GB-14/16/18

GDT-02

Hemimini

HJS-325

IE-120

Instafix

LPG용기(말타니)

M10520

M1220

M1230

M920

M930

MB

MB2

MBRKH1

MBRKL1

NRD-6

PB4

PCW-4B

PCW-4S

PLD33V

PM-1288

PM-80N8

QA-0405

QA-0504

QC-16-H

QC-16-L

QC-H

QC-L

R0405

R0406

R0504

R4

R6

R600Kit

RB-1000

RB22

RBN28

RBN28S

RBN30

RBN30S

RBN42

RBN42S

RBN67

RBN67S

RCV-04

RCV-05

RF20S

RG-250

RG-500

RG-600-80

Robend4000

RP3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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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3

63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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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

32

32

29

7

7

7

7

48

48

48

48

55

55

Model #

RP3T3

RR

RT100S

RT150S

RT200-R

RT201-B

RT375A

RT400P

RTQ-180

RTQ-380

RTQ-500

RTQ-800

RTQS-41

RU-0604

RU-0804

RU-0806

S10000265

S32633

S75015

S75046

SDT8A

T-0402

T-0404

TB-52

TC-1050

TEB-0406

TEB-0410

TEB-0810

TEB-1214

TEB-1618

Tech LC

Tech MC

Tech MCT

Tech Pac

Tech Pac LT

Tech XL

Tech-OT-MC

TP3

TP3B

TP4

UT-04

VBT-1

VBT-2

VBT-3

VBT-4

VBT-5

VDG-2-S1

VDG-4-S1

VDG-H

VDG-L

VDG-S1

VE-225N

VE-245N

VE-260N

VE-280N

VES-100A

VES-100B

VES-50A

VES-50B

VET-19S

VE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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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6

56

32

32

32

32

32

32

61

61

8, 20

9

29

26

20

26

26

84

84

10

85

85

85

85

35

9

35

16

16,20

60

82

59

59

59

59

59

59

59

59

59

73

50

74

55

37

65

65

62

Model #

VET-B-S

VET-C

VFT-808-I

VFT-809-I

VG-1234-H

VG-1234-L

VG-32-H

VG-32-L

VG-H

VG-L

VHE-29A

VHE-29B

Vi-2120

V-i215S-M

VMG-1-S-L

VMG-2-R22

VMG-2-R32

VMG-2-R410A

VMG-4-R410A

VML-1

VMV-1

VP-2200

VRM1-B-0102

VRM1-B-0301

VRM2-B-0401

VRM2-B-0501

VRP-22

VRP-2DLi

VRP-410

VRR24L-OS

VRR24M

VRT-101

VTB-8

VTC-19

VTC-19-B

VTC-28

VTC-28/35-B

VTC-28B

VTC-35

VTC-42

VTC-42/70-B

VTC-70

VTT-5

YL

Z-M112B

라이너

맞춤호스

바깥스프링

안스프링

확관헤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