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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압은 트랩의 전단부와 후단부의 압력 차이를 
의미합니다.

2. 안전율은 최소 ‘2’ 로 설정합니다.

압력 쉘 디자인 조건 (공정 조건 배제) : 최대 허용 압력 (MPaG) PMA: 1.6
  최대 허용 온도 (°C) TMA: 220  

 * 정밀한 온도 제어가 필요한 증기 사용 장치의 경우에는, 
프리플로트타입 스팀 트랩을 추천드립니다.

1 MPa = 10.197 kg/cm2

바디 재질
접속 타입
사이즈 (mm)
최대 작동 압력 (MPaG) 
최소 운전 압력 (MPaG)
최대 운전 온도 (°C) 
최대 후단 압력
에어 벤팅 방식
압력 챔버 보온 방식

모델
주철

플랜지 타입 (�anged)
15, 20, 25, 32, 40, 50

AF3N

구상흑연 주철

15, 20, 25

주철

32, 40, 50
1.6
0.03
220

전단 압력의 80%
자동 바이메탈 타입

증기 보온

밸브 시트
스테인리스강

디스크 밸브
스테인리스강

내부 커버
스테인리스강

바이메탈

외부 커버
구상흑연 주철 또는 

주철

스크린
스테인리스강

바디
구상흑연 주철 또는 
주철 

증기 헤더 증기 주관 적은 부하의 증기 사용 장치 * 

32 - 50 mm

15 - 25 mm

주   의 비정상적인 작동, 사고 또는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사양범위 외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현지 규정에 따라 제품의 사용을 규제 할 수 있습니다.

사양

구조

사용 용도

응축수 배출 용량

스팀 트랩
PMO

TMO

A3N

스크류 타입 (scr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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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점 근거 데이터

저온 응축수 고온 응축수 에어 증기작동 방법

초기 구동 시, 수축된 바이메탈 에어 
벤트링이 밸브 시트로부터 디스크를 들어 
올려 에어와 저온의 응축수를 신속하게 
배출시킵니다.

트랩의 온도가 상승하면, 바이메탈은 
팽창하고 디스크를 지지하지 않게 됩니다. 
디스크는 아래의 응축수/증기의 빠른 
흐름과 압력 챔버에서 만들어지는 고압에 
의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증기 보온 
구조는 방열 손실로 인한 무부하 작동이 
유발 되지 않게 캡 안의 압력 챔버를 
보온하게 됩니다.

작동중 응축수가 유입이 되면 압력 챔버는 
냉각되고 증기의 압력이 낮아져 입구측 
압력에 의해 디스크가 올라가 응축수를 
배출하게 됩니다. 응축수가 다시 증기으로 
바뀌게 되면 2번의 메커니즘으로 트랩이 
닫힙니다.

증기 보온 구조

미러-폴리싱 가공된 
실링 표면

바이메탈
에어 벤트 링

Fig. 1 일반적 디스크 트랩은 맑은 날씨에 비해 우천시 많은 증기 
손실을 보입니다. 반면에 A3N 은 날씨에 따른 작동의 차이가 
없습니다.

에너지 절약
증기 보온 압력 챔버는 우천이나 강풍 등의 혹독한 날씨에
영향을 최소화하여 일반적인 디스크 트랩과 비교하여
증기 손실량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Fig. 3 테스트 결과는 에어바인딩의 예방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A3N은 초기 가동 시간을 15분, 약 60%를 
단축시켰습니다.

생산성 향상
자동 에어 벤트로 초기 가동 시간을 줄입니다.
이것은 생산성의 큰 향상을 가져옵니다.
추가적으로 초기 가동 시 수동으로 에어를 벤트하는 것과 
비교하여 증기 손실, 연료 소비, 노동력 사용을 줄이게 
됩니다.

Fig. 2 일반적인 디스크 트랩은 신규 설치 시 1.6 kg/h, 
3년차에 3 kg/h의 증기 소비량을 보이는 반면,  A3N 은 
신규 설치 시 0.4 kg/h, 3 년 이내에 1.3 kg/h 의 증기 
소비량을 보입니다.

긴 수명 
내부 부품은 높은 실링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 되었으며,
이는 제품의 손상을 줄이고 사용기간을 늘려줍니다.

1   날씨의 영향

2   손상에 의한 사용 기간 및 성능

3   초기 가동 시간 비교

디스크 타입의 스팀 트랩은 밸브 
디스크가 밸브 시트에 반복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마모되기 쉽습니다. 
이 부품들의 교체를 위하여, A3N 은 
하나의 통합된 모듈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손쉬운 교체가 가능하며, 교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겹의 캡으로 이루어진 트랩은 
혹독한 대기조건이나 방열 
손실에 의한 무부하 작동 또는 
블로잉의 발생으로 증기가 
손실됩니다. 이 문제는 에어  
보온 구조를 통해 일부 해결이 

가능합니다. A3N 은 보다 개선된 증기 가열 및 응축수 
냉각 방식을 통해 모든 열역학식 스팀트랩 중 가장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최고의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저온 상태 작동 상태

에
어

증
기

완벽한 작동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증기 라인의 에어 및
응축수를 제거해야 합니다. 바이메탈 에어 벤트 링은
에어바인딩 없이 효과적이고 빠른 스타트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수동 블로우 다운도 불필요합니다.

높은 배출용량과 최대 1.6 MPaG의 
압력 범위에 대응 되는 A3N 은 증기 
주관에서 작은 프로세스 용까지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958년 출시된 A3의 최신 제품인
A3N 은 기존 모델보다 10배 이상
내구성이 뛰어나며, 오랜 기간
TLV의 베스트 셀러의 자리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TLV 제품은 처음부터 Life Cycle 
Cost (LCC)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3N의 우수한 
내구성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50년 이상 선택 받아 온 열역학식 스팀 트랩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구성 다용성 신뢰성

증기 보온 구조 미러-폴리싱 가공된 실링 표면

바이메탈 에어 벤트 링

교체 가능한 모듈

일반적으로 밸브 디스크는 에어 바인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배출 경로를 만들거나 표면을 불균일하게 가공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무부하 작동이 증가하여 표면 마모 및 

증기 누설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A3N 은 바이메탈 에어 벤트 링을 
통하여 에어 바인딩을 제거하며, 
미러 폴리싱 가공을 통하여 표면을 
밀착시킵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높은 실링성을 갖게 되며 증기가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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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배출 경로를 만들거나 표면을 불균일하게 가공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무부하 작동이 증가하여 표면 마모 및 

증기 누설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A3N 은 바이메탈 에어 벤트 링을 
통하여 에어 바인딩을 제거하며, 
미러 폴리싱 가공을 통하여 표면을 
밀착시킵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높은 실링성을 갖게 되며 증기가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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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수명, 최고의 품질
The most versatile thermodynamic steam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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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압은 트랩의 전단부와 후단부의 압력 차이를 
의미합니다.

2. 안전율은 최소 ‘2’ 로 설정합니다.

압력 쉘 디자인 조건 (공정 조건 배제) : 최대 허용 압력 (MPaG) PMA: 1.6
  최대 허용 온도 (°C) TMA: 220  

 * 정밀한 온도 제어가 필요한 증기 사용 장치의 경우에는, 
프리플로트타입 스팀 트랩을 추천드립니다.

1 MPa = 10.197 kg/cm2

바디 재질
접속 타입
사이즈 (mm)
최대 작동 압력 (MPaG) 
최소 운전 압력 (MPaG)
최대 운전 온도 (°C) 
최대 후단 압력
에어 벤팅 방식
압력 챔버 보온 방식

모델
주철

플랜지 타입 (�anged)
15, 20, 25, 32, 40, 50

AF3N

구상흑연 주철

15, 20, 25

주철

32, 40, 50
1.6
0.03
220

전단 압력의 80%
자동 바이메탈 타입

증기 보온

밸브 시트
스테인리스강

디스크 밸브
스테인리스강

내부 커버
스테인리스강

바이메탈

외부 커버
구상흑연 주철 또는 

주철

스크린
스테인리스강

바디
구상흑연 주철 또는 
주철 

증기 헤더 증기 주관 적은 부하의 증기 사용 장치 * 

32 - 50 mm

15 - 25 mm

주   의 비정상적인 작동, 사고 또는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사양범위 외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현지 규정에 따라 제품의 사용을 규제 할 수 있습니다.

사양

구조

사용 용도

응축수 배출 용량

스팀 트랩
PMO

TMO

A3N

스크류 타입 (scr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