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양

SafeTrace® dLS 스팀 트레이서
1

애플리케이션
SafeTrace DLS-IT는 낮은 열 전도율을 통해 열전달을
감소시키는 복합 재질로1 싸여진 금속 트레이서
튜브입니다. SafeTrace는 히트 트레이스 파이프에 국소적
고열 또는 과열 없이 예측 가능한 열출력을 제공합니다.
SafeTrace는 파이프 온도를 원하는 온도 이상으로 높여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배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일반 금속
트레이서를 대체하는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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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race DLS-IT 트레이서는 ASME/ANSI A13.11996에 따라 스팀과 같이 위험 물질을 나타내는 노란색
안전 식별 재킷을2 사용합니다. 또한 모든 SafeTrace IT
트레이서는 뜨거운 표면에 5초 동안 접촉했을 때 피부
온도가 섭씨 58°를 넘지 않을 것을 규정하는 ASTM Std
C-1055도 준수하고 있습니다.3
SafeTrace DLS-IT는 긴 코일 형태로 제공되며 스팀
공급 매니폴드에서 파이프와 응축 회수 매니폴드까지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양/정격
사용 가능한 튜브 직경...........................10mm (3/8인치)
공칭 외부 직경...................................................... 25mm
사용 가능한 튜브 재질............. 구리 및 스테인레스 스틸
일반적인 파이프 온도 범위.......................... 섭씨 5°~54°
최대 노출 온도 ................................................섭씨 215°
최소 설치 온도 .................................................섭씨 -40°
최대 권장 스팀 압력......................................... 1825 kPa
일반적인 최대 재킷 온도................................ <섭씨 58°3
특징
• 화상 위험 대폭 감소
• 일반 금속 튜브 대비 스팀 소비량 최대 50% 절감
• 예측 가능한 열전달 성능 - 국소적 고열 도는 과열 방지
• 빠 른 설치 시간 - 스팀 공급 라인에서 응축 회수
시스템까지 연속적으로 설치 가능
• 긴 회로 길이 - 스팀 트랩 수 최소화
• 간단한 테이프 고정 방식의 설치 - 스틸 밴딩 불필요
• 신속한 배송
• 무료 설계 지원

구조
1 구리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튜브
2 내열재
3 열반사 테이프
4 노란색 안전 폴리머 재킷

일반적인 DLS-IT 단면
(FT-1H 테이프로 파이프에 부착된 트레이서)

참고
1. 미국 특허 등록 번호 6,905,566 B1. 해외 특허 출원 중.
2. Thermon은 스팀 또는 기타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의 취급 시 Thermon 제품 사용에
따른 모든 안전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적절한 안전
및 건강 보호 조치를 확립하고 제품 사용 전에 규정 제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최대 권장 스팀 압력에서 작동할 때의 수치. 온도는 ASTM Std C-1055 및 ASTM
Std C-1057(5초 접촉 후의 피부 온도)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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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SafeTrace® dLS 스팀 트레이서
일반적인 스팀 트레이싱 시스템

FAK-7 단말 밀봉 키트

ThermoTube®

FT-1H
고정 테이프
응축 회수 매니폴드

SafeTrace DLS-IT

제품 구성
카탈로그 번호

기본 액세서리
튜브 재질1

튜브 직경
(외부 직경)

벽 두께2

SLS-IT-3B32

구리

3/8인치

0.032인치

SLS-IT-3A35

SS 용접

3/8인치

0.035인치

SLS-IT-3F35

SS 무용접

3/8인치

0.035인치

SLS-IT-10B1

구리

10mm

1mm

SLS-IT-10A1

SS 용접

10mm

1mm

SLS-IT-10F1

SS 무용접

10mm

1mm

참고
1. 구리 튜빙은 ASTM Std B68-B75를 준수합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튜빙은 ASTM Std A269를 준수합니다.
2. SLS는 12mm(1/2인치) 직경 튜빙 및 0.049인치 벽 두께로도
제공됩니다. Thermon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T-1H 30cm마다, 또는 규정이나
사양에 따라 케이블로 배관
둘레를 두르는 데 사용하는 고정
테이프 테이프 규격은 13mm
(너비) x 33m(길이)입니다.
제품 정격
최대 노출 온도.......섭씨 260°
최소 설치 온도.......섭씨 -40°

>>>
lines CUT AS
REQUESTED,
JUSTIFIED AS PER
LAYOUT

FAK-7 각 키트에는 자기 경화
실리콘 고무 테이프와 RTV
실런트가

들어있습니다.

키트에는 약 6 개의 단말을
방수 처리하기에 충분한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

작업에는 별도의 열선총이나
특수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품 정격
최대 노출 온도.......섭씨 204°
최소 적용 온도.......섭씨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