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CWM-942

[통합거치대 계량기함]

Optimization of piping design with SHINHAN Technology!
파이프닥트(PD) 내의 입상관에서 세대로 분기하는 난방, 급수, 급탕배관의 고정과 계량기 및
감압밸브 등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시스템 입니다.

(1세대 급수, 급탕, 난방/규격:430x224x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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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거치대 계량기함

특징
1. PB관의 시공이 더욱 간편해 졌습니다.
2. 안전성: 배관 연결 개소를 줄여 누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경제성: 설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효율성: 유지·보수가 간편하며, 공간 활용성이 높습니다.
5. 편리성: 설치·시공이 간편합니다.

제품종류 및 구성

2세대 급수, 급탕
규격:430x224x942

1세대 급수
규격:430x224x467

1세대 난방
규격:220x120x562

2세대 난방
규격:220x120x822

2세대 급수
규격:430x224x617

2세대 급수, 급탕, 난방
규격:430x224x1462
1세대 급수, 급탕, 난방
규격:430x224x1002

통함거치형 분배기함 구성품

스트레이너 엘보

수도용 앵글밸브(KS)

수도용 앵글밸브(PB)

고정형 조인트아답터

온도센서엘보

제품사양
적 용 유 체

냉ᆞ온수

적 용 압 력

1.0MPa 이하

유 체 온 도
수
재

질

0 ~ 80℃
전

함

SS400(분체도료)

수압연결대

Nylon

활동연결부

황동단조(C3771)

내 압 시 험

고정형 조인트아답터(U)

링조인트엘보

수압1.75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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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CWM-943

[통합거치대 계량기함]

Optimization of piping design with SHINHAN Technology!
파이프닥트(PD) 내의 입상관에서 세대로 분기하는 난방, 급수, 급탕배관의 고정과 계량기 및
감압 밸브 등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시스템 입니다.

(1세대 급수, 급탕, 난방/규격:430x140x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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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거치대 계량기함

특징
1. PB관의 시공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2. 안전성: 배관 연결 개소를 줄여 누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경제성: 설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효율성: 유지·보수가 간편하며, 공간 활용성이 높습니다.
5. 편리성: 설치·시공이 간편합니다.

제품종류 및 구성

1세대 급수, 급탕, 난방
규격:430x140x842

2세대 급수, 급탕
규격:430x140x842

2세대 난방
규격:250x120x752

통합거치형 분배기함 구성품

스트레이너 앵글볼 밸브(SU)

앵글볼 밸브(SU)

고정형 조인트 직결소켓(PB)

수도용 앵글밸브(SU)

수도용 앵글밸브(UNION+PB)

제품사양
적 용 유 체

냉·온수

적 용 압 력

1.0MPa 이하

유 체 온 도
수
재

질

0 ~ 80℃
전

함

SS400(분체도료)

수압연결대

Nylon

활동연결부

황동단조(C3771)

내 압 시 험

역류방지 밸브(단일)

역류방지 밸브(이중)

수압1.75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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