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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설치자재                                 

구 분 규 격 메이커 비 고 

건 

식 

코 

아 

비 

트 

25mm 신한 

 

32mm 신한 

40mm 신한 

55mm 신한 / 이화 

65mm 신한 / 이화 

80mm 신한 

100mm 신한 

125mm 신한 

150mm 신한 

구 분 규 격 메이커  비 고   

SDS 

기리 

3.2 * 110 DREBIT/ 보쉬 

 

3.5 * 110 DREBIT/ 보쉬 

6.0 * 110 DREBIT/ 보쉬 

6.0 * 210 DREBIT/ 보쉬 

6.5 * 210 DREBIT/ 보쉬 

8.0 * 160 DREBIT/ 보쉬 

12 * 210 DREBIT/ 보쉬 

12 * 260 DREBIT/ 보쉬 

12 * 310 DREBIT/ 보쉬 

14 * 210 DREBIT/ 보쉬 

14 * 260 DREBIT/ 보쉬 

14 * 310 DREBIT/ 보쉬 

구 분 규 격 비 고 

     홀쏘   

      (홀커터) 

25ø 

 

40ø 

55ø 

65ø 

건식코아비트 

SDS기리 

홀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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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공구                                    TUBING TOOLS 

동관커터 

품 명 모 델 용 도 비 고 

SUPER-EGO 

로덴베르거 

70022 

70028 

3~22mm 

3~28mm 

   

P&M 127 3~16mm 

     

P&M 174 6~28mm 

 

SUPERTOOL TC105 3~32mm 

    

로덴베르거 

로덴베르거 

35 

42 

6~35mm 

6~42mm 
   

로덴베르거 67 6~67mm     

P&M 312 3~45mm 

 

P&M 274 3~32mm 

 

P&M TCR110 8~29mm(라쳇커터) 

 

동관커터날 

*로덴베르거 타입      

*supertool 타입 

*임페리얼 타입  

동관커터 — 동관 절단시 사용되는 툴 



㈜청우종합배관  17  

 

    배관공구                                    TUBING TOOLS            

삼벤더  

동관벤더 — 동관 휘팅 작업 툴 

품  번 특 징 규 격 

368 3-in-1 동관벤더  1/4, 5/16, 3/8 

일반벤더  

품  번 동관 반경 

364A-04 1/4" 9/16" 

364A-06 3/8" 15/16" 

364A-08 1/2" 1-1/2" 

364A-10 5/8" 2-1/4" 

364A-12 3/4" 3" 

멀티벤더  

스프링벤더  

품  번 특 징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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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경벤더: 3/8”, 1/2”, 5/8”, 3/4” 

*외경벤더: 3/8”, 1/2”, 5/8”, 3/4” 

동관확관기 — 동관 확관 작업시 사용되는 툴 

100B-P   

규격: 3/8”,1/2”,5/8”,3/4”,7/8”,1" 

기본 6헤드로 구성 

ROCAM   

규격: 3/8”,1/2”,5/8”,3/4”,1",1&1/8” 

기본 6헤드로 구성 

알루미늄의 특수소재로 제작되어 무게가 가벼움 

확관기헤드 

규격: 
3/8”,1/2”,5/8”,3/4”,7/8”,1"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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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공구                                  TUBING TOOLS 

자동라쳇 방식  

후레아공구 — 동관 후레아 작업시 사용되는 툴 

모델명: TF455WQN 
사용 규격: 1/4", 3/8", 1/2", 5/8", 3/4" 

특징: 자동라체트방식 

수동 방식  

모델명: TF455WN 
사용 규격: 1/4", 3/8", 1/2", 5/8", 3/4" 

수동 방식  

모델명: 808A 
사용 규격: 3/16",1/4", 5/16", 3/8", 1/2", 5/8", 3/4" 

일체형으로 사용이 편리함 

사라가 깊게나서 410A 냉매 사용시에도 유리함 

몸체를 통으로 조립해서 PIN이 깨지는 문제점을 해소. 

분리형 

모델명: 275L 
사용 규격: 1/8", 3/16", 1/4", 5/16", 3/8", 1/2",  

              5/8", 3/4"   

특징: 확관과 후레아작업이 모두 가능한 툴 

       임페리얼 제품과 호환사용 가능 

수동 방식  수동 방식  

모델명: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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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525 
사용 규격: 3/16"~ 5/8" / 4.7mm~1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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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공구                                    TUBING TOOLS 

전동 후레아 공구 

후레아공구 — 동관 후레아 작업시 사용되는 툴 

모델명: RF20N 

사용 규격: 1/4", 3/8", 1/2", 5/8", 3/4" 

충전지: 9.6V 니켈카드뮴 

모터: 직류모터 

충전기 AC 220V/60Hz 

 

기타수공구 — 동관 기타 작업시 사용되는 툴 

냉동라체트 냉동바이스 7” 모세관커터 

모델명: CT122 

사용규격: 1/4”,3/16”,3/8”,5/16” 

모델명: 201 

동관압착용 

모델명: PTC-01 

사용규격: 1~3mm 

핀빗 스틸핀빗 확관펀치 

모델명: 351 

사용규격: 8,9,10,12,14,15 
모델명: 352 

모델명: 96 

사용규격: 1/4”,3/8”,1/2”, 
5/8”,3/4” 

PVC 커터  다목적파이프렌치 시스템에어컨용 토크렌치 

모델명: 42TC / 50TC 

사용규격: 0~42mm / 0~52mm 

모델명: MGX-12 

사용규격: 10~32mm 

모델명: TLTWSM 

사용규격: 10~75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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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공구                                   TUBING TOOLS 

기타수공구 — 동관 기타 작업시 사용되는 툴 

토크렌치-TOHNICH(일제) 접렌치 수평자 

모델명: 100CL 

사용규격: 최대 100NM 

스패너타입이 아닌 몽키타입 

사용자가 토크를 직접조정하는 

FREE SET형 

모델명: 21171/21172(EKLIND) 

소(21171): 1.5, 2, 2.5, 3, 4, 5, 6 

대(21172): 2, 2.5, 3, 4, 5, 6, 8 

모델명: DHPV-225 

사용규격: 3 WAVE Magnetic 

칼라몽키 

모델명: UM30 

사용규격: 0~30mm 

모델명: UM36 

사용규격: 0~36mm 

몽키스패너 바이스그립 

아리랑/세신 

사용규격 :  

200mm / 250mm / 300mm 

IRWIN(미국산) 

모델명: 10WR 

사용규격: 10” 

용도: 너트를 풀고 조일 때 / 머리없는 
못을뽑을 때 / 파이프를 풀고 조일 때 

모델명: UM46 

사용규격: 0~46mm 

칼라몽키 

모델명: UM36S 

사용규격: 0~36mm 

모델명: UM46S 

사용규격: 0~46mm 

뺀치 롱로즈 

니퍼 

모델명: 125 / 150 

사용규격: 125mm / 150mm 

플라이어 줄자 

드라이버 

모델명: 200 / 250 

사용규격: 200mm / 250mm 

모델명: 5m / 7.5m 

사용규격: 일제 / 국산 

종류 : 주먹드라이버 

      200mm / 300mm 

모델명: 175 / 200 

사용규격: 175mm / 200mm 

모델명: 120 / 150 

사용규격: 120mm / 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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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매회수기                                  RECOVERY MACHINE  

냉매회수기 STINGER 

■ New Compressor (뉴 콤프레서) 
◆ 243%의 큰 콤프레서는 빠른 회수를 할 수 있게 함 

◆ 새로운 이 콤프레서는 공기 중에서도 1,000시간 이상 

   계속하여 런닝할 수 있음 

■ Features and Benefits(특징) 
◆ 아주 가벼운 휴대용 냉매 회수기/ 무게: 10.8KG 

◆ R410A를 포함하여 모든 CFC, HCFC, HFC에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R12, R22, R114, R134A,, R401A~R410A, R500, R502,  

   R507, R509, R411A,, R411B, R412A 

◆ 두 개의 쿨링 팬 

◆ POWER 220V 50/60Hz, 4Amps 

◆ 콤프레서: 3/4HP High Performance Oilless 

◆ 작업 온도: 섭씨 10~40도 

더운 날씨에도 
신속한 열교환으로 
빠른 회수를 할 
수 있음 

고압축 동관 사용 

회수시 압력과 
진공상태를 알 수 
있는 큰 눈금 

새로운 Dual 밸브 

콤프레서는 빠른 

회수율을 지원 

강력한 0.8마력 

모터를 사용한 콤 

프레서 

고성능 냉각팬 사용 

냉매회수기 실린더 
냉매 회수기와 함께  

사용되는 냉매회수 실린더 

* 규격: 50LB(23kg) 

* R410A (400PSI) 

Refrigerant Recovery Rates(Refrigerant Recovery Rates(Refrigerant Recovery Rates(Refrigerant Recovery Rates(회수율회수율회수율회수율)))) 
Certified per ARI 740Certified per ARI 740Certified per ARI 740Certified per ARI 740----98989898 

냉매종류 액냉매 푸시풀 가스 

R-22 1.76kg/min 6.35kg/min 0.15kg/min 

회수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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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펌프                                  VACUUM PUMP  

JB 진공펌프(Platinum 시리즈) 

동종업계 최고의 진공펌프 

◆ 모두 메탈구조로 설계되어 내구성이 강함 

◆ 오일의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밸브가 내장되어 있어 전원이 나가도 오
일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음 

◆ 알루미늄 방열판과 메탈구조의 설계로 펌프가 작동하는 동안 펌프내
부의 온도를 최소화시켜줌 

◆ 2 Stage Direct Drive 방식으로 고진공 가능 

◆ 가스밸러스트 밸브의 장착으로 오일의 오염을 늦혀줌 

◆ 고진공이 가능하며 15Microns까지 테스트되어 출고 

◆ 실제 미국현지에서 2년의 품질보증을 할만큼 품질이 우수 

◆ 추운 날씨에도 시동이 잘 걸리는 강력한 모터 

◆ O-ring으로 감싸진 드레인밸브는 오일교환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오일누설을 방지할 수 있음 

JB사의 Platinum 씨리즈 진공펌프는 동종업계 최고의 진
공펌프 입니다. 이 펌프는 냉동/에어컨 전문가들을 위하
여 엄격히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진공펌프 제조사들이 JB
진공펌프의 표준성능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고 있으며 
Platinum 시리즈 펌프는 제품의 품질 및 내구성에서 최
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공도의 측정을 위하여 DV-22N을 사
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DV-22N: Digital vacuum gauge)                  

CFM(l/m)      모델번호         압축방법   최대진공도   오일량   모터     진공능력   흡입구              전원           제품무게 

5CFM(142)    DV-142N-250   2단압축    15Micron     660cc    1/2HP   1/2HP      3/8”X1/4”X3/8”   230V/60Hz   14.5kg 

7CFM(200)    DV-200N-250   2단압축    15Micron     660cc    1/2HP   3/4HP      3/8”X1/4”X3/8”   230V/60Hz   14.5kg 

10CFM(285)   DV-285N-250   2단압축    15Micron     705cc    1/2HP    1HP        3/8”X1/4”X3/8”   230V/60Hz   15.4kg 

JB Eliminator 시리즈 진공펌프 

◆ JB사에 의해  25 Micron이하의 진공테스트 후 출고 

◆ 1/2 HP의 과열방지모터로 강력한 진공효과 

◆ 내장된 체크밸브로 전원이 나가도 오일의 역류방지기능 

CFM(l/m)       모델번호      압축방법    오일량    모터      진공능력    흡입구       

4CFM(114)     DV-4E-250    2단압축     533cc     1/2HP    1/2HP      1/4”X3/8”  

6CFM(170)     DV-6E-250    2단압축     533cc     1/2HP    1/2HP      1/4”X3/8”  

* 전원: 230V/60Hz   무게: 13.6kg 

* 이 펌프는 많은 에어컨 서비스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원하는 안정된 품질과 진공능
력을 가졌으며 기존 JB Platinum 펌프의 특징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진공펌프 오일 

모델번호     오일량     특징 

DVO-12       1 Liter     진공펌프 전용오일 

* 진공펌프의 진공능력 향상의 효과 

오일량(Oil Capacity) 

진공펌프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오일량은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오일량이 크면 펌프가 작동하는 동안 낮은온
도를 유지시켜 줄수 있으며 오일의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
일 수 있습니다. 적은오일량의 진공펌프는 보다 자주 진공
오일을 교환해야 하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올바른 진공펌프의 선택 

보통 진공펌프의 흡입능력은 CFM 또는 l/m(리터/분당) 으로 표시합니다.  대형 시스템의 경우 대용량의 펌프 한대보다는 소형 두개가 
좋으며 각각 다른위치에서 여러대로 작업하는경우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6CFM 이하의 진공펌프: 가정용 또는 소형에어컨, 버스/대형트럭이하의 자동차에어컨, 쇼케이스, 냉동창고등 기타응용분야  

* 7CFM 이상의 진공펌프: 시스템에어컨, 대형 GHP, 선박 및 그에 준하는 대형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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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펌프                                  VACUUM PUMP  

ROBINAIR 진공펌프 

◆ Iso-Value: 차단밸브장착 

◆ 2단압축 방식 

◆ 가스 밸러스트밸브 장착 

◆ 알루미늄캐스팅의 바디구조 

15601 15121A 

CFM(l/m)      모델번호      압축방법    최대진공도    오일량    모터       진공능력     흡입구           전원           제품무게 

6CFM(170)    15601          2단압축     20Micron      445ml     1/2HP     1/2HP       1/4”X1/2”       220V/60Hz    15kg 

10CFM(285)   15121A        2단압축     20Micron      500ml     1/2HP     1HP         1/4”X1/2”       220V/60Hz    17.2kg 

UNIWELD 진공펌프 

◆ Iso-Value: 차단밸브장착 

◆ 2단압축 방식 

◆ 가스 밸러스트밸브 장착 

◆ 알루미늄캐스팅의 바디구조 

◆ 큰 싸이트 글라스 

◆ 110/220V의 선택스위치장착 

CFM(l/m)      모델번호      압축방법    최대진공도    오일량    모터       진공능력     흡입구           전원           제품무게 

6CFM(170)    UVP61         2단압축     20Micron      946ml     1/2HP     1/2HP       1/4”X3/8X1/2”   220V/60Hz    15.9kg 

12CFM(340)  UVP12         2단압축     15Micron      1,360ml   3/4HP      1HP         1/4”X3/8X1/2”   220V/60Hz    20.7kg 

역류 방지기 

HFC계 냉동 사이클내 진공펌프 오일이 역류해 혼입이 되면 컴프레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분이 섞이면 산성물질이 발생됨. 
그러므로 진공펌프의 오일이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진공펌프(2Stage)에 의한 충분한 수분제거가 
필요하며, 펌프내부 오일의 역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류방지 
아답터가 꼭 필요합니다. 

제품사양 

모델명  설 명 

VSS-410   3/8 ”Fe.flare × 1/4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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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게이지                                  VACUUM GAUGE 

디지털 진공게이지 (Digital Vacuum Gauge) 

◆ 20 - 12,000Microns을 측정할 때 아주 효과적임 

◆ 7가의 국제규격 단위표시(Microns, PSIA, InhG, mBars, Pascals, Torr, mTorr) 

◆ 두개의 버튼만으로 간단히 조작가능 

◆ 사용하지 않으면 10분후에 자동으로 꺼지는 Auto off 기능 

◆ 마지막 진공측정값 저장기능 

◆ 9V 알카라인배터리 사용 

DV-22N 

모델명              측정범위            사용온도                             표시단위                               전원     자동꺼짐 

DV-22N       12,000~20Microns      0~49°C      Microns, Torr, mTorr, PSIA, InHg, Pascal, mBar         9V        10분 

DVG-64       12,000~  1Microns      0~49°C      Microns, Torr, mTorr, PSIA, InHg, Pascal, mBar         9V        10분 

TPI605         12,000~15Microns      0~50°C      Microns, Torr, mTorr, PSIA, InHg, Pascal, mBar         9V        10분 

진공게이지를 진공펌프의 흡입구쪽에 직접 연결하면 오차가 많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압력에 약한 진공게이지의 센서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스템의 고/저압측에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해야 정확한 시스템내의 진공도를 측정할 수 있으
며, 진공게이지 센서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매니폴드게이지 

진공게이지 볼밸브 

모델명                    설명              

90430           1/4” X 1/4”  Ball Valve 

진공도의 보다 정확한 측정과 진공게이지의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 진공게이지는 진공펌프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것을 피해야하며 
또한,시스템의 고/저압측에 연결을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공게이지를 사용하기전에 어느정도 진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공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력과 이물질에 약한 진공게이지의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 진공게이지쪽에 볼밸브를 사용하것
이 좋습니다.냉매 충전시에는 반드시 진공게이지와 연결된 볼밸브를 잠궈 냉매로부터 센서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진공작업후에
도 진공펌프를 껏을때  오일이 역류할 수 있으므로 진공게이지와 연결된 볼밸브를 잠근후에 진공펌프를 꺼야 합니다.  

올바른 진공게이지 사용법 

DVG-64 TPI605 

◆ 업계최초의 소형 진공게이지
로서 그 품질이 매우 우수함 

◆ 7가의 국제규격 단위표시 지원 

◆ 1/4” Fitting이 2개가 있어 다양
한 응용연결 가능 

◆ 자동으로 꺼지는 Auto off 기능 

◆ 9V 알카라인배터리 사용 

◆ 7가의 국제규격 단위표시 
지원 

◆ 1/4” Fitting 단일연결구 

◆ 자동으로 꺼지는 Auto off 
기능 

◆ 9V 알카라인배터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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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폴드게이지                              MANIFOLD GAUGE 

Imperial 641-CM (고급형 매니폴드게이지) 

Mastercool 57261-EG (고급형 매니폴드게이지) 

◆ 4-Valve의 효율 : 진공, 저압, 고압 그리고, 별도의 냉매주입라인있어 호스의 
교환업이 진공후 냉매주입가능 

◆ 4배 빠른 진공효과 : 3/8” 진공라인과 바디내부가 3/8”로 연결되어 일반매
니폴드게이지보다 4배 빨리 진공작업을 할 수 있음  

◆ 고진공에 알맞은 설계 : Proven diaphragm 타입의 설계로 원터치로 완전하
게 밸브를 잠그고 열 수 있음 

◆ 시각적인면을 고려하여 눈에 피로가 없고  빠르게 눈금을 읽을 수 있음 

◆ 인체공학적 설계의 손잡이로 내구성이 강하고 미끄러지지 않음 

◆ 싸이트글라스가 있어 냉매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충격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게이지 커버가 기본 장착 

3/8” 진공라인 

Proven diaphragm 타입 밸

닫힘                       열림 

◆ 4-Valve의 효율 : 진공, 저압, 고압 그리고, 별도의 냉매주입라인있어 호스의
교환업이 진공후 냉매주입가능 

◆ 빠른 진공효과 : 3/8” 진공라인과 바디내부가 3/8”로 연결되어 일반매니폴
드게이지보다 빨리 진공작업을 할 수 있음  

◆ 90°만 돌려도 밸브를 여닫을 수 있는 편리함 

◆ 냉매의 눈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칼라를 디자인 

◆ 싸이트글라스가 있어 냉매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충격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게이지 커버가 기본 장착 

◆ 휴대용 플라스틱케이스 기본제공 

볼밸브 호스 기본포함 

모델명 사용용도 호스 압력표시 

641-CM           R410A  60”                     kPa/PSI/°C 

모델명 사용용도 호스 압력표시 

57261-EG       R410A,R22,R404A,R507         60”                     Bar/PSI/°C 

모델명 사용용도 

90530 3/8”  볼밸브 

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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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폴드게이지                              MANIFOLD GAUGE 

Imperial 500CD 

Mastercool 93661MR 

Mastercool 33661MR 

P&M 560G 

◆ 이중오링구조의 밸브 

◆ 떨리지 않는 눈금 

◆ 게이지커버 기본장착 

◆ 800PSI 사용압력 

4,000PSI 파열압력의 고내압호스 

◆ 알루미늄 구조의 바디 

◆ 사이트글라스 장착 

◆ 이중오링구조의 밸브 

◆ 밸브의 마모나 손상이 적은 플로
팅 피스톤 밸브 

◆ 싸이트글라스 장착 

◆ 떨리지 않는 눈금 

◆ 게이지커버 기본장착 

◆ 이중오링구조의 밸브 

◆ 냉매별로 구별이 용이한 칼라눈금 

◆ 밸브의 마모나 손상이 적은 플로
팅 피스톤 밸브 

1/4”                            1/4” 

1/4”                            1/4” 

1/4”                            1/4” 

1/4”                            1/4” 

모델명 사용용도 호스 압력표시 

500CD R12,R22,R502           60”                     ka/cm²/psi/°F   

모델명 사용용도 호스 압력표시 

93661-MR    R12,R404A,R22,R134a       60”                     bar/psi/°C  

모델명 사용용도 호스 압력표시 

33661-MR    R12,R404A,R22,R134a       60”                     bar/psi/°C  

모델명 사용용도 호스 압력표시 

560GC  R12,R22,R502           60”                     ka/cm²/psi/°C  



㈜청우종합배관  27  

 

    매니폴드게이지                              MANIFOLD GAUGE 

고압/저압게이지 (Replacement Gauges) 

모델명 사용용도 압력표지 비고 

MRH(고압)     R12,R22,R404A,R134A     Bar/PSI/°C 500PSI 

MRL(저압)     R12,R22,R404A,R134A     Bar/PSI/°C  350PSI 

모델명 사용용도 압력표지 비고 

RGH(고압)     R12,R22,R502  kg/cm²/°C 500PSI 

RGL(저압)     R12,R22,R502  kg/cm²/°C 250PSI 

모델명 사용용도 압력표지 비고 

RG410H(고압)      R410A                     kg/cm²/°C 800PSI 

RG410L(저압)      R410A                     kg/cm²/°C 500PSI 

모델명 사용용도 압력표지 비고 

ORGH(고압)      R12,R22,R502            kg/cm²/°C  500PSI 

ORGL(저압)      R12,R22,R502            kg/cm²/°C  250PSI 

차징호스 (Charging Hoses) 

R410A의 경우 고압에도 오랜 기간동안 사용을 해도 견딜 수 있는 전용호스를 
사용해야 냉매의 누설이 없고 고내압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사용용도 호스길이 호스압력 

 360-RYB            구냉매용                   152cm X 3EA          500psi / 2,500psi         

 360-RYB410       신/구냉매용                  152cm X 3EA          800psi / 4,000psi         

 215-MRS           신/구냉매용 152cm X 3EA          800psi / 4,000psi         

 40360               구냉매용 152cm X 3EA          750psi / 3,000psi         

호스연결피팅 비 고 

1/4”  -  1/4”    

1/4”  -  5/16”                     

1/4”  -  5/16”           

1/4”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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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폴드게이지                              MANIFOLD GAUGE 

고진공호스(Hi-Vacuum) 

진공펌프의 3/8” 흡입구와 바로 연결해여 빠른진공효과

를 할 수 있음. 

모델명 사용용도 압력표지 비고 

60Y-06         고진공 및 빠른진공       500psi / 2,500psi         150CM 

볼밸브호스(Ball valve Hoses) 

볼밸브(Ball valve ) 호스고무 

모델명 사용용도 압력표지 비고 

HB-16 볼밸브 1/4”X1/4” 800psi / 3,000psi         16CM 

모델명 사용용도 

BPM-1 볼밸브 1/4”X1/4” 

모델명 사용용도 

79583 호스  
고무교체용 
(고무3+코아1) 

R410A 연결피팅 

모델명 규격 

N410 1/4”M X 5/16”FE 

N41090 1/4”M X 5/16”FE 90° 

AN410 5/16”M X 1/4”FE 

AN41090 5/16”M X 1/4”FE 90° 

진공게이지연결용 피팅 

모델명 규격 

VGA-3 1/4”MX1/4”M X 1/4”FE 

미니호스 

모델명 규격 

MIN-H1       1/4”X1/4”  10cm 

* 진공게이지 연결시 사용 

퀵 카플러 

모델명 규격 

QC-H 고압(빨강) 

QC-L 저압(파랑) 

게이지 커버 

모델명 규격 

GC-H 65~68mm 빨강 

GC-L 65~68mm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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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매충전저울                              CHARGING SCALE 

냉매충전저울(Charging Scale) 

◆ 자동냉매충전저울            ◆ 단위 : kg, gr, pound/ounce 

◆ 최소무게단위 : 5gr            ◆ 제품싸이즈 : 39cm×27cm×9cm 

◆ 전원 : 9V 알카라인 배터리 ◆ 작동온도 : 섭씨0도~45도  

◆ 최대계량 : 0Gr~80Kg 

          ◆ 자동냉매충전저울       ◆ 단위 : kg, gr, pound/
ounce 

◆ 정확도 : ±0.2oz(10gr)  ◆ 최소무게단위 : 10gr 

◆ 제품싸이즈 : 38cm×28cm×8.5cm 

◆ 전원 : 9V 알카라인 배터리(자동사용시는 아답터 연결) 

◆ 작동온도 : 섭씨 0도~50도 

◆ 수동방식                 ◆ 단위 : kg, gr, pound/ounce 

◆ 최소무게단위 : 5gr     ◆ 제품싸이즈 : 39cm×27cm×9cm 

◆ 전원 : 9V 알카라인     ◆ 작동 온도 : 섭씨0도~50도 

◆ 최대계량 : 0Gr~80Kg 

◆ 정확도 : At 50 Kg capacity: ±10g/ At 80 Kg capacity: ±20g 

◆ 자동냉매충전저울            ◆ 단위 : kg, gr 

◆ 별도의 아답터 불필요.       ◆ 정확도 : ±2gr 

◆ 최소무게단위 : 2gr           ◆ 작동온도 : 섭씨 0도~50도     

◆ 최대계량 : 0Gr~80Kg 

◆ 제품싸이즈 : 46cm×31.5cm×6cm 

◆ 전원 : 9V 알카라인 배터리(자동사용시는 전원 연결) 

RS-08005  PCS-080 

 CDT-101SX 
53650 

자동충전시 사용 방법 

   ☞ 시스템으로 연결 

       파란색: 저압쪽 

       빨강색: 고압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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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설탐지기                             GAS LEAK DETECTORS 

가스누설탐지기(Gas Leak Detectors) 

◆ 최근 냉매누설탐지를 대표하는  

   신기술 Heated-diode senser 타입 

◆ 센서교환타입, 9V 밧데리 두 개, 최고센서감도 3gr 

◆ 냉매누설지점에 대한 정확한 누설지점 탐지 가능 

◆ HIGH-LOW 선택모드 

사용냉매 
R-12, R-22, R-123, R134A 그리고, R-404A, R-408A, R-409A, 
R-410A를 포함한 CFC, HCFC, HFC 종류의 모든 냉매가스 

센서타입 Heated Dlode, Dispersive Electron(전자분산), Plug-in 

센서감도 최대 3gr/year  

POWER 2개의 알카라인 밧데리 

워밍업 시간  10초 

무 게  530그램 

크 기  53.8×241.3×61mm 

탐지막대길이 356mm 

배터리수명 
11시간 (High 모드시), 20시간(Low 모드시) 
- 제품에 동봉된 알카라인밧데리 사용시 기준 

센서감도조절 자동으로 감도조절 

작동환경 0~50도, 습도 10~90%RH 

승 인  UL certified to SAE J1627, CE mark 

제품사양 

주문사양 

모델명  설 명 

19-8106 
탐지기본체, 설명서 

휴대용케이스, 밧데리 

09-0559 탐지기 센서 

LS-790B 

모델명  LS-790B 

센서타입 Lon-Pump방식 

센서감도 7 gr/yr 

사용냉매 HFC,HCFC,CFC 

H10XPRO 

TPI750A 

CPU-C 

◆ 냉매가 가득차 있는 밀폐공간에서   

   사용가능 

◆ 자동꺼짐기능 

모델명  TPI750A 

센서타입 센서교환타입 

센서감도 8.4 gr/yr 

사용냉매 HFC,HCFC,CFC 

모델명  CPU-C 

센서타입 센서교환타입 

센서감도 7 gr/yr 

사용냉매 HFC,HCFC,CFC 

모델명  H10XPRO 

센서타입 Heated Dlode 

센서감도 3 gr/yr 

사용냉매 HFC,HCFC,CFC 

◆ 전원: 9V 알카라인 밧데리 두개 

◆ 센서감도를 선택적으로 조절가능 

   HIGH / LOW 선택가능 

◆ 냉매가 가득차 있는 밀폐공간에서   

   사용가능 

◆ 간편한 조작 

◆ 비쥬얼한 선택 스위치 

◆ 2개의 보조센서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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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측정기기                                     INSTRUMENTS 

적왼선 온도계(비접촉식) 

8872 TPI383 

모델명 온도범위 거리계수 최적측정거리 

8872 -40°C~320°C 8 : 1 0.8M 

◆ LCD표시장치 

◆ 9V 건전지사용 

모델명 온도범위 거리계수 최적측정거리 

8872 -35°C~560°C 8 : 1 0.8M 

◆ LCD표시장치 

◆ 9V 건전지사용 

WT-1 SDT-8A 

모델명 온도범위 거리계수 최적측정거리 

WT-1 -50°C~300°C - 접촉식 

모델명 온도범위 거리계수 최적측정거리 

8872 -50°C~150°C - 접촉식 

비접촉식 온도계 

풍속 / 온도 / 습도계 

8918 풍속/온도/습도 8908 풍속/온도 

모델명 풍속범위 온도범위 습도범위 

8918 0.4~30M/Sec -10°C~50°C 5~95%RH 

모델명 풍속범위 온도범위 습도범위 

8908 0.4~30M/Sec -10°C~50°C 기능없슴 

◆ 풍속계와 온도계, 습도계가 

   부착된 멀티 메타 

◆ 포켓싸이즈, LCD표시장치 

◆ 풍속, 기온, 체감온도, 

   상대습도 측정 

◆ 다양한 풍속 단위 선택 기능 

◆ 환전방수, 충격 보호 디자인 

◆ 삼각 받침대 설치 가능 

◆ 풍속계와 온도계가 부착됨 

◆ 포켓싸이즈, LCD표시장치 

◆ 풍속, 기온, 체감온도, 

◆ 다양한 풍속 단위 선택 기능 

◆ 환전방수, 충격 보호 디자인 

◆ 삼각 받침대 설치 가능 

LT-2 온도/습도 

모델명 온도범위 습도범위 비 고 

LT-2 5°C~50°C 30~90%RH 슬립형 
◆ 온습도계 

◆ 초경량 슬립형 

금속탐지기 

MT-6 (ZIRCON) 
 

◆ 탐지종류: 금속(철근, 철파이프, 동파이프, 금속전선관 등) 

◆ 탐지깊이: 15.2cm (LCD에 깊이표시) 

◆ 탐지표시: (+/-)기호 및 발신음 

◆ 탐지모드: 발신음/비발신음 

◆ 밧 데 리: 9V 알카라인 

탐지깊이표시 

스터드근접표시 

금속종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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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장비                                     WELDEING EQUIPMENT 

용접토치 

쌍토치 / 삼구토치 

DFP5000  

모델명  RP3T2 

사용범위 9~38mm  

점화방식 수동점화 

비고 화구2개 

RP3T3 

9~62mm  

수동점화 

화구3개 

모델명  DFT5000 

사용범위 3~26mm  

점화방식 자동점화 

비고  

자동점화토치 

2중 또는 3중 불대 사용으로 최대62mm 

까지 용접가능함 

RP3T6  

RP3T2                    RP3T3 

모델명  RP3T6 

사용범위 3~26mm  

점화방식 자동점화 

비고  

ROTORCH80  JTH-7 

자동점화토치 

자동점화토치 

모델명  ROTORCH80 

사용범위 3~26mm  

점화방식 자동점화 

비고  

호스토치 

모델명  JTH-7 

사용범위 3~26mm  

점화방식 수동점화 

비고 호스120cm 

KLPTQ5  HJ9463T 

모델명  HJ9463T 

사용범위 3~26mm  

점화방식 자동점화 

비고 국산토치 

모델명  KLPTQ5 

사용범위 6~35mm  

점화방식 수동점화 

비고 LPG 별매 

기존 LPG 실린더에 연결해서 

사용가능. 

LPG만 이용하므로 휴대가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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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장비                                     WELDEING EQUIPMENT 

산소용접기 / 부자재 

알루미늄재질용기 

모델명  규격 

산소실린더 6.2L 

LPG실린더 3.6L 

구루마 약 70cm 

◆ 산소통 약 60cm 

◆ LPG통 약 45cm 

한국가스안전공사검정품 

소형용접기 

쌍줄호스 

◆ 길이 약 35cm 

◆ 길이 약 40cm 

중형절단기 

◆ 길이 5m 

◆ 길이 10m 

충전호스 

모델명  규격 

산소충전호스 1m 

LPG충전호슼(구형) 1m 

LPG충전호슼(신형) 1m 

LPG조정기 산소조정기 

아세틸렌조정기 질소조정기 

모델명  규격 

YJ-125A 아세틸렌 

모델명  규격 

YJ-138P LPG 

모델명  규격 

YJ-FN2-1 질소 

모델명  규격 

YJ-130X 산소 

◆ KS 및 ISO 9001 인증제품 ◆ KS 및 ISO 9001 인증제품 

◆ KS 및 ISO 9001 인증제품 ◆ KS 및 ISO 9001 인증제품 

모델명  규격 

KLPTQ5-AL 세트 

알루미늄LPG세트 

◆ LPG만 이용하므로  

   휴대가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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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장비                                     WELDEING EQUIPMENT 

용접부자재 

용접거울 

불받이 

용접봉 산화방지제 

◆ 신냉매는 구냉매로 사용가능 

◆ 구냉매는 신냉매로 사용불가 

모델명  용도 

STR-II 구냉매 

STR-III 신냉매 

용접거울 

LPG캔(부탄) 

동배관 용접부의 내부에 소량을 스프레이 하여 부식, 스케일
등의 발생을 억제시킵니다. 

이미, 일본내에서 20만개를 초월하는 판매실적이 있으며 일
본에서는 본 제조업체가 PL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토탈 설비 시공 시간 및 COST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1. 사용전에 5~10회 정도 캔을 잘 흔들어 주십시오.  

2. 용접하고자 하는 동관의 내측에 소량 분사하여 주십시오.  

   보통 동관 1인치 기준으로 약 1초정도 분사하면 충분합니 

   다. 또한, 동관의 외부에 액이 묻게되면 용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스프레이 후, 건조시켜 주십시오, 보통 10~15초를 건조한 

   후에 용접 작업을 하여 주십시오.  

4. 제어부품 및 압축기 동력부품에는 직접 분사하지 말아 주 

   십시오.  

5. 사용후에는 캔을 뒤집어 놓으면, 보관시에 노즐이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1캔으로 약 500개소 용접이 가능합니다.  

열차단제 

모델명  용도 

91861 열방지제 

◆ 표면열을 흡수 

◆ 밸브 및 연결부분을 보호 

모델명  규격 싸이즈 

2%  5kg/box  
2.4ø 

3.2ø 

5% 
2.4ø 

3.2ø 
5kg/box 

모델명  용량 비고 

40031 400gr 일회용 

모델명  규격 싸이즈 

WSR1249 32mm 최대50cm 

모델명  규격 싸이즈 

WSR2146 50mm 최대45cm 



㈜청우종합배관  35  

 

    전동공구                                     Drill 

건식코아드릴 

DB1500-2XE 

◆ 2단기어를 채용한 고효율의 건식 다이아몬드 코어 드릴 
◆ 기계적, 전자적 클러치의 이중 보호 구조 
◆ 메탈제 기어박스의 견고한 구조 
◆ 고 스핀들 토크 
◆ 보조 핸들과 D형의 메인핸들로 안전한 핸들링 
◆ 최고의 드릴효율을 위한 소프트 퍼커션 
◆ 코어비트의 쉬운 교환을 위한 새로운 픽스텍 시스템 
◆ 진동방지(AVS)기능의 새로운 롱 사이드 핸들 
◆ 자동 정지 카본 브러쉬 

◆ 천공능력   
1단 80~162mm 1단 890rpm 

2단 32~ 90mm 2단 1,770rpm 

◆ 무부하회전수   
1단 0~1,500rpm ◆ 소비전력 1,510W 

2단 0~3,000rpm ◆ 중량 4.2Kg 

◆ 타격수 24,000/48,000bpm ◆ 비고  독일(AEG) 

◆ 부하회전    

 제품사양 

메카 4CD 두현 DK-101D 

   ◆ 클러치 기어구조로 모터 수명 향상  
   ◆ 전자회로에 의한 과부하 보호장치 장착으로 안전성 향상  
   ◆ 소프트 스타트 기능 채택  
   ◆ 이중절연 구조 

◆ 천공능력   25~125mm 

◆ 무부하회전수   2,800rpm 

◆ 소비전력   1,800W 

◆ 중량   5Kg 

◆ 비고   메카전동공구(국산) 

 제품사양 

   ◆  클러치 기어구조로 모터 수명 향상  
   ◆  전자회로에 의한 과부하 보호장치 장착으로 안전성 향상  
   ◆  소프트 스타트 기능 채택  
   ◆  이중절연 구조 

◆ 천공능력   25~100mm 

◆ 무부하회전수   2,700rpm 

◆ 소비전력   1,800W 

◆ 중량   6.2Kg 

◆ 비고   두현엔지니어링(국산) 

 제품사양 

두현 AGS-706D 

◆ 천공능력   25~150mm 

1단: 1,500rpm 

2단: 3,000rpm 

◆ 소비전력   1,510W 

◆ 중량   3.6Kg 

◆ 비고   두현엔지니어링 

◆ 무부하회전수    

 제품사양 

◆ 2단기어를 채용한 고효율의 건식 

   다이아몬드 코어 드릴 
◆ 기계적, 전자적 클러치의 이중 보호 구조 

먼지필터 

◆ 건식코아로 벽체에 천공작업시 시멘트나 콘크리트 분진 

   이 사방으로 비산되기 때문에 분진으로 인한 실내오염과 

   작업자의 먼지흡입에 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품 

◆ 7pcs/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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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공구                                     Drill 

함마드릴 

GBH 2-26RE 

◆ 최상의 작업성능을 자랑하는 초강력 2kg 해머  
◆ 800W 동급 최강 모터  
◆ 뛰어난 드릴링 속도  
◆ 교체가능한 툴홀더  
◆ 50mm 스핀들칼라  
◆ 볼베어링소켓(케이블 파손방지)  
◆ 소프트그립 및 안전클러치  

TE2 –2 SDS기리 

BH-24E 

◆ 비트가 걸렸을때를 대비한 안전 클러치  
◆ 긴 수명과 적은 진동을 위한 설계  
◆ 걸림과 나사 제거를 위한 역회전  
◆ 편안한 작업을 위한 현대적,인체공학적 디자인  

◆ 중량: 2.4kg 
◆ 소비전력: 680W  

◆ 2Kg함마의 최강으로써 콘크리트 및 벽돌,  

  석재에 앵커작업에 최적  

◆ 600W, 2.3Kg  

◆ 단일 충격에너지:1.8 주울  

◆ rpm: 930  

◆ 정/역회전 스위치 장착  

◆ 함마링 컷아웃 기능  

◆ DREBIT(독일)   
◆ 햄머드릴용 전용 SDS기리  

◆ Page  12 참조 

전산봉 절단기 

SC100DRJ 

◆ 충전식 전산봉 절단기 

◆ 쉽게 전산봉을 절단할 수 있다  

◆ 12V  

◆ 20분만에 충전완료되는 쾌속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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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전동공구 및 악세사리                                      

충전드릴 

GSR 12-2 

◆ 25+1 토크 조절  
◆ 사용하기 쉬운 2단 스피드 기능  
◆ 무부하 속도: 0-400/1,200rpm  

◆ 최대 스크류 직경: 7mm  

◆ 작업능력(철재/알루미늄/목재):  

   12/15/23mm  
◆ 최대토르크: 27Nm  
◆ 전압: 12V  
◆ 제품중량: 1.6kg  

GWS 6-100 ◆ 최소 사이즈  경량 앵글 그라인더  

◆ 670 W 강력 모터 

◆ 콤팩트한 디자인 

◆ 손쉬운 디스크 교환을 위한 스핀들 잠금장치  

◆ 모터보호를 위한 컷-아웃 브러쉬 

◆ 조절이 가능한 평평한 기어헤드  

◆ 무부하 속도: 11.000 1/min  
◆ 제품중량: 1.40 kg  

그라인더 

PRO20 

GSR 14.4-2 

◆ 25+1 토크 조절  
◆ 사용하기 쉬운 2단 스피드 기능  
◆ 무부하 속도: 0-400/1,200rpm  

◆ 최대 스크류 직경: 8mm  

◆ 작업능력(철재/알루미늄/목재):  

   12/15/26mm  
◆ 최대토르크: 30Nm  
◆ 전압: 14.4V  
◆ 제품중량: 1.7kg  

디스크 직경  
◆ 와이어 컵 브러쉬 직경: 70/75 mm  
◆ 러핑/컷팅 디스크, 직경: 100 mm  
◆ 러버 샌딩 플레이트, 직경: 100 mm  

청소기 

◆ 강력한 건습식 모터 1300W 사용  

◆ 모터의 물 유입을 방지하는 자동차단장치 (Automatic Shut-off)  

◆ 바닥 면적이 넓어 잘 넘어지지 않는 다리 구조  

◆ 강화플라스틱을 이용한 정교한 용기  

<제품특징> 

품   명 모 델 명 Cat. No. 탱크 용량 습식 용량 

PRO 20 QFM110040 92603 20 L 14 L 

건식 용량 최대 출력 수  압 Airflow m³/min AirWatts 

15 L 1300W Max 1575mm 4.8 375 

중   량 제품 크기 필   터 모터부 색상 탱크 색상 

6.4Kg 58 x 36 x 33 cm 카트리지,먼지봉투 검정 노랑 

DK-P85 

청소기패드(크린패드) 

◆ 구성품: 패드본체, 플레이트(4종)  

◆ 사용가능싸이즈: 45,55,65,75Ø 

◆ 용도: 에어컨, 환기창, 배관, 앙카 설치등 각종 천공시 나오는 
분진 비산을 방지합니다.   건습식 코아드릴, 드릴비트, 다이아
몬드코아드릴, 서클카타,유리드릴,홀쓰드릴등 모든 드릴비트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굴곡성이 뛰어난 집진 호수부와 일체형이기 때문에 흡
착성이  우수 함으로 벽면, 천장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