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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사양

온도조절식 에어벤트 기능을 가진 프리플로트 스팀트랩

주 의 비정상적인 동작, 사고 또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양범위 이외에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 현지 규정에 따라 이 제품의 사용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본체의 설계조건 (작동조건이 아님): 최대 허용 압력 (MPaG) PMA: 1.6 
     최대 허용 온도 (°C) TMA: 220

모델 J7.2X

접속 형태 플랜지
사이즈 (mm) 40, 50, 80
오리피스 번호 0.5, 1, 2, 5, 10, 14, 16
최대 작동 압력 (MPaG) PMO 0.05, 0.1, 0.2, 0.5, 1, 1.4, 1.6
최대 차압 (MPa) ΔPMX 0.05, 0.1, 0.2, 0.5, 1, 1.4, 1.6
최소 작동 압력 (MPaG) 0.01
최대 작동 온도 (°C) TMO 220
X-엘레멘트 과냉각 온도 (°C) 최대 6
X-엘레멘트 타입 C6

 1 MPa = 10.197 kg/cm2

중형 프로세스 장치에 사용가능한 신뢰성과 내구성을 
갖춘 주철재질의 스팀트랩.

1. 프리플로트는 공정 부하변동에 따라 움직이면서 연속적이고
원활하게 느린 속도로 응축수를 배출 하도록 합니다.

2. 구동부가 프리플로트 하나이기 때문에, 편마모를 방지하며 긴
메인터넌스 수명을 제공합니다.

3. “고장시 열림(Fail Open)”특징을 가진 압력평형식 캡슐
(X-엘레멘트)은 포화증기 온도에 가까워질 때까지 자동으로
에어를 배출 시킵니다.

4. 넓은 면적의 내장 스크린은 트랩의 고장을 막아 줍니다.

5. 배관에 연결된 채로 내부 부품의 클리닝이 가능하여
수리 비용이 절감됩니다.

번호 설명 재질 JIS ASTM/AISI* 

① 바디 주철 FCV400 A842 Gr.400
② 커버 주철 FCV400 A842 Gr.400
③F 플로트 스테인리스강 SUS316L AISI316L
④R 오리피스 — — —
⑤MR 오리피스 O링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EPR D2000CA
⑥ 오리피스 홀더 플러그 주철 FCV400 A842 Gr.400
⑦MR 홀더 플러그 가스켓 불소 수지 PTFE PTFE
⑧R 스크린 스테인리스강 SUS430 AISI430
⑨ 스크린 홀더 스테인리스강 SUS304 AISI304
⑩MR 커버 가스켓 그라파이트/스테인리스강 -/SUS316L -/AISI316L
⑪ 커버 볼트 탄소강 S45C AISI1045
⑫R X-엘레멘트 스테인리스강 — —
⑬R 스냅 링 스테인리스강 SUS304 AISI304
⑭R X-엘레멘트 가이드 스테인리스강 SUS304 AISI304
⑮R X-엘레멘트 커버 스테인리스강 SUS304 AISI304
⑯R 스냅 링 스테인리스강 SUS304 AISI304
⑰R 에어벤트 밸브시트 스테인리스강 SUS420F AISI420F
⑱ 플러그 탄소강 SS400 A6
⑲ 커넥터 스테인리스강 SUS416 AISI416
⑳ 네임 플레이트 스테인리스강 SUS304 AISI304
㉑ 드레인 플러그 탄소강 SS400 A6

*동일 
교체 가능 키트: (M) 메인터넌스 부품, (R) 교체 부품, (F) 플로트

프리플로트 스팀트랩

모델 J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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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프 내 직선의 번호는 오리피스 번호입니다.
2. 차압은 트랩의 전단부와 후단부의 압력차를 의미합니다.
3. 배출용량은 포화증기 온도보다 6 ℃ 낮은 응축수의 연속적인 배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안전율은 최소 1.5배를 추천합니다.

주 의 최대 차압을 초과하는 조건 하에서 응축수가 체류되니,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l J7.2X    플랜지 J7.2X    플랜지 (mm)

40 359 372  374 370 374 330 245 33
370

50 362 375  376 370 374 340 250 243 36
80 379 388 398 398 384 392 375 265 41

사이즈

L

H H1 φW
 무게* 
(kg)

ASME Class JIS

125FF (150RF) 250RF (300RF) 10KFF 20KRF

(   ) 주철에 대한 ASME 표준은 없습니다; 강철 플랜지에 맞게 기계가공.
ASME Class 125 FF 는 150 RF 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250 RF 는 300 RF 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타 표준 제작가능, 면간, 무게 변경 가능성 있음.
*ASME Class 250 RF/300 RF 기준의 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