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 Drain Trap AP-200
AP-200은 전세계 Trap시장에서 최고의 안전성을
인정 받고 있는 제품으로 300HP에서 2,000HP급
컴프레서까지의 응축수를 압축공기 손실 없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AP-200은 압축공기 시스템에서 응축수가 발생하는
어떤 곳에도 적용가능하며, 최상의 성능에 전면 Sight
Glass적용으로 관리의 편의성도 최상인 제품입니다.

AP-200이 실속형
Drain Trap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을
자신합니다.

견고한 외형, 내부가 보이는 창,
내 외장 모두 단순한 구조로
최상의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AP

타사

AP

타사

실린더의 내구성과 밸브의
성능은 비교를 불허합니다.
AP-200은

MADE IN USA의

실린더와 밸브로 타사에 비해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응축수 배출밸브 구경도 크고
턱이 없이 일자로
이물질에 강합니다.

되어있어

Auto Drain Trap APRO-A16
사

양

사용압력

2~9kg/cm2

사용온도

10~63℃

1회 드레인 양

160cc

Inlet Size

1/2"

Outlet Size

1/4"

자체 스트레이너가
장착되어 이물질이
걸러진 응축수만 트랩
내부로
고 장 의
적습니다.

스트레이너로 걸러진
이물질은 수동밸브를
3~5초 정도 열어 배출
시 켜

제 거 할

있습니다.

수

유입되어
원 인 이

Auto Drain Trap APRO-A4
Model

APRO-A4

Ensured Pressure Resistance

1.5MPa

Operating Pressure

0.5MPa~1.0MPa

Ambient and Fluid Temperature

5~60℃

Inlet Size

G1/2”

Drain Bore

G1/8”

Drain Status

Normal Open Type

Working Medium

Compressed Air

적용 범위

이 제품은 파이프, 냉동식 공기 건조기의 낮은 위치에서
응축수 자동 제거에 적용됩니다. 오일 분리기, 공기 저장
탱크 및 다양한 공기 필터 바닥, 너무 높거나 낮은 위치와
같이 응축수를 수동으로 배출하기에 불편한 장소, 특히
압축공기가 많이 소모되거나, 잦은 배수구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응축수 배출로 응축수에 의해 압축
공기가 다시 오염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트랩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배수 포트가 아래를 향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동 조절 나사를 좌우로 돌려
벤트 되는 공기량을 조절하여
응축수 배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압용 Auto Drain Trap APRO-H4
Model

APRO-H4

Ensured Pressure Resistance

2.5MPa

Operating Pressure

0.5MPa~2.0MPa

Ambient and Fluid Temperature

5~60℃

Inlet Size

G1/2”

Drain Bore

G3/8”

Drain Status

Normal Open Type

Working Medium

Compressed Air

적용 범위
이 제품은 고압 공기 공급 시스템의 배수 장치 역할을 하며
파이프 라인 시스템 전체에서 응축수를 배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응축수를 수동으로 배출하기에 불편한
장비 또는 파이프 라인의 낮은 지점, 냉동식 공기 건조기
등과 같이 비교적 높은 빈도의 배수 배출에 불편한 장비에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이 트랩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배수 포트가 아래를 향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동 조절 나사를 좌우로 돌려
벤트 되는 공기량을 조절하여
응축수 배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