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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최대 사용압력 100MPa를 견딜 
수 있는 최초의 카플러, 115 시리
즈 출시

1982

최대 사용압력 200MPa용, 
125 시리즈 카플러 출시

1978

최대 사용압력 150MPa용,  
116 시리즈 카플러 출시  

1987

최대 사용압력 300MPa용,  
135 시리즈 카플러 출시

1998

초고압 커넥터용 플랫 페이스 
카플러 출시

리더십의 비결은 앞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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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비결은 앞선 사고

초고압 유압 분야에서 CEJN이 거둔 성과는 앞선 기술은 물론 엔지니어들의 헌신및 퀵  
커넥트에 관한 창의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CEJN은 1967년에 세계 최초 
로 1000bar(100MPa)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원터치 유압 카플러의 특허를 취득했 
습니다. 그것은 스크류체결식 카플러만이 초고압 유압 라인 연결의 유일한 방법 
이라는 당시 시장의 통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40년을 뛰어넘는 초고압 역사 

CEJN이 최초로 초고압 원터치 카플러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이후 시장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
했습니다. CEJN 설립자인 Carl Erik Josef Nyberg는 작은 틈새 시장용 제품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CEJN 
핵심 사업으로 발전 하였습니다. CEJN은 시장의 요구를 예측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늘날 시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공동 개발

시장의 요구를 예측하는 데 마술 트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고객과의 긴밀한 공조만이 있을 뿐입니다. CEJN은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 
하고 경청하며, 학습을 반복하면서 제품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중요하고 획기적인 기 
술 및 인식의 전환을 통해 제품을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막중한 책임, 특히 품질을 보증해야 하는 큰 책임을 수반합니다. CEJN은 방대한 생산 규모를 
유지하는 가운데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
니다. CEJN의 창조적 제품 디자인은 광범위한 테스트를 바탕으로 제품의 사용 수명 연장을위해 노력하
고 있으며, 이는 고객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시켜 드릴것 입니다.

2000

초고압 호스 키트 출시

2010

116시리즈 T-커넥터출시

2011
 
115시리즈 고유량 카플러 출시

CEJN은 초고압 유압 분야에
서 거둔 성공을 발판으로 미
래 산업에 필요한 제품개발에
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2006

스위블 기능이 추가된 초고압 
카플러 116시리즈 출시 

리더십의 비결은 앞선 사고

CEJN은 초고압 유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온 신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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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Pressure Centers

CEJN High-Pressure Centers - 초고압센터

스웨덴 CEJN 본사는 초고압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D 활동 및 주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과 한 발 더 가까워야 하며, 이런 이유로 CEJN은 세계 각국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습니

다. 각국의 CEJN High-Pressure Center는 본사의 기술지식과 노하우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현지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사 r&D 부서와 High-Pressure Centers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고객

의 요구에 더 신속하고 올바른 제품안내 및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 하고자 CEJN 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High-Pressure Centers 

는 고객 맞춤형 호스 색상 제공및 유압 시스템 설계의 조언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지원 

영업 엔지니어들은 심층적인 애플리케이션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고객과 CEJN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고객은 CEJN 담당자를 통해 장기적인 비즈

니스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제품 경쟁력

High-Pressure Centers 전문가들은 CEJN 제품에 대

한 심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뛰

어난 제품 지식을 토대로 고객 애플리케이션에 적

합한 솔루션과 명확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www.cejn.us

브라질

www.cejnbrasil.com.br

México

www.cej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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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Pressure Centers

호주

www.cejn.com.au

일본

www.cejn.co.jp

영국

www.cejnuk.com

인도

www.cejn.in

본사

스웨덴

www.cejn.com

덴마크 

www.cejn.dk

호스 크림핑 

각 High-Pressure Centers에는 호스 크림

핑 시설이 있어 고객의 주문에 따라 호

스 키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호스 테스트 

모든 호스 키트는 공급 전 압력 테스트

를 거치므로 안전을 보장함은 물론 최

고의 품질이 보장됩니다.

공급 

High-Pressure Centers는 주요 세계시장에 위

치하고 있어 고객이 적기에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노하우 

High-Pressure Centers는 애플리케이션 전문가가 상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객과 함께 일하면서 애플리케

이션별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www.cejn.fr

스페인

www.cejn.es

이탈리아

www.cejn.it

스위스

www.cejn.ch

독일

www.cejn.de

싱가포르

www.cejn.com.sg

브라질

www.cejnbrasil.com.br

중국

www.cejn.com.cn

한국

www.cejn.kr

스웨덴

www.cejn.se

판매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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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JN 초고압 안전 장치

드문 경우이지만, 카플러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거나 호스 크림핑 작업이 올바로 안
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인체에 관통상, 골절등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유압 잭
으로 건물을 들어올리는 등의 상황과 같이 초고압 압력이 사용되는 경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CEJN은 생산시설 감사 및 안전 테스트등의 기본적인 안전 지침 준수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적인 안전 기술과 획기적인 안
전 테스트 원칙을 도입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제일주의 덕분에 CEJN은 업계 최고의 안전 제품으로 인정 받는 한편, 
사람을 보호하면서 확실한 성능을 제공하는 제품을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초고압에는 최고의  
안전이 필수

세인의 안전 씰링 CMS

원뿔형 나사산 씰링 
이 씰링 방식에는 반드시 액체 씰러 또는 

씰링 테이프를 사용해야 하지만 초고압 애

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본딩/다우티 씰링
이 씰링 유형은 최대 1000bar의 압력을 견

딜 수도 있으나 최고 사용 압력에 적합한 

안전성이나 내구성은 없습니다.

CEJN 메탈접촉 씰링
CEJN 메탈접촉 씰링은 초고압 조건에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도

록 개발된 씰링 방법입니다. 작은 직경에서도 씰링이 되므로 부품

에 대한 응력이 줄어들고 따라서 손상 부품으로 인한 구성품 본체

의 위험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씰링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재조

립이 가능합니다.

시판 중인 여러 유형의 씰링 방식과 비교하면 CEJN 
의 메탈접촉 씰링(CMS)이 최상의 씰링 방식으로 추
천 받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초고압 유압 제품은 위력적인 힘을 생성시키므로 심각한 부상 또
는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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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 압력에 해당하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부품 번호와 정격 
압력을 확인합니다. 

  모든 구성품이 CEJN 정품인지 확인 합니다. 여러 브랜드를  
혼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모든 호스 어셈블리 키트는 압력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CEJN 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올바른 어셈블리 토오크를 따름니다. 

 PVC 호스 커버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검사합니다.

 항상 CEJN 메탈씰링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반드시 CEJN 순정 구성품을 사용하고 여러 브랜드를 섞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CEJN 안전 권장 사항을 따르십시오. 

초고압 안전 장치

안전한 조립 보장
위험: 잘못 제작된 호스 어셈블리 키트는 부상 또는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CEJN제품의 특징: High-Pressure Centers에서 제작된 호스 어

셈블리 키트는 모두 테스트를 거칩니다. CEJN의 표준 작업 절

차에 따라 순정 CEJN 부품(호스, 피팅, 카플링, 니쁠)을 사용하

고 엄격한 크림핑 사양을 준수하며, 각 호스 어셈블리 키트를 

공급하기 전에 전량 압력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호

스 어셈블리 키트는 발행 번호를 포함한 테스트 인증서의 제

공이 가능합니다. 

예기치 않은 분리 방지
위험: 올바르게 체결된 카플러는 사용 압력범의에서 안전한 

사용을 보증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펌프, 공구 또는 호스를 

이동시킬때 뜻하지 않게 카플러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CEJN제품의 특징: CEJN은 예기치 않은 카플러 분리를 방지

하기 위하여 수동 안전 잠금 장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CEJN의 플랫 페이스 카플링은 자동 안전 잠금 장치가 있어 예

기치 않은 분리를 방지합니다.

올바른 연결의 보장
위험: 열악한 작업조건 또는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경우 카플러

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CEJN제품의 특징: 카플링 안전 경고링은 올바른 연결 여부를 시각적으 

로 보여주는 안전 장치입니다. 빨간색 링이 보이면 카플링이 연 

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2013년 출시 예정! 

호스의 마모 및 파손 방지
위험: 초고압 호스가 닳거나 찢어지면 조기에 호스 파손 및 피팅 

분리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작업자가 부상 당하거나 장

비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EJN제품의 특징: CEJN 투명 PVC 호스 커버는 호스의 마모를 방

지하므로 호스 파손으로 인한 작업자 부상 또는 장비 손상을 예

방할 수 있습니다. CEJN 킹크 프로텍터를 추가하여 마모를 방지

함으로써 닳거나 찢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인체공학적 그립을 사용하여 호스를 단단히 잡을 수 있습니다.  

필수 체크 사항

요약

CEJN 초고압 안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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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JN은 40년 이상의 초고압 분야 경험을 통해, 새롭게 발전된 기술과 솔루션일
수록 사용하기 더 편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얻은 수많은 교훈 중 하

나입니다. 따라서 CEJN의 축적된 기술로 제작된 제품과 방대한 경험을 토대로 한 솔루션을 통하여 CEJN 의 

고객은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동반 성장

아이디어에서 완제품까
지의 공정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은 고객의 일차적인 검

토와 추가적인 개발 진행을 위해 
제작됩니다.

초안 설계
CEJN 엔지니어와 제품 책임자가 제품 설계에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고객과 긴밀하게 협조 합니다. 

고객 맞춤형 제품제작
제품의 기능, 사용 환경 및 기타 중요 변수를 구

체화 하여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동반 성장을 실현하는 CEJN 초고압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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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과 계산
CEJN 제품 시작실에서는 실제 사용 환경을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CEJN 엔지니어가 제품 설계의 정확한 성
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 
실험실에서는 파열 압력, 임펄스 사용수명, 유량, 공차
등 다양한 속성을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 합니다. 

생산
CEJN제품은 isO 인증 생산 공정을 통하여 테스트

합니다. 생산된 제품과 재고는 정기적인 감사를 통

하여 품질과 성능을 유지 합니다.    

   

테스트
CEJN 시험 연구소: CEJN 제품의 적합성 및 기능적 요구 사항의 

부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24시간 가동 체제로 운영됩니다.

필드 테스트: CEJN의 필드 테스트는 고객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극한의 환경에서 실시됩니다. 테스트 결과를 CEJN 실험

실 테스트 결과와 비교한 후 제품 생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품 테스트 프로세스
개발 초기 단계에 FEM, CFD와 같은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 설계를 테스트합니다. 설계에서 프로토타

입 단계로 진행되면 각종 실험실 테스트를 거쳐 sAE, isO, EN, DiN 사양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고객 사용 환경에서

도 CEJN 프로토타입의 제품 테스트를 진행 합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각각의 제품 기능 테스트와 누유 테스트를 시행니다.

기능 테스트 
각 카플러는 최대 오차의 마스터 니쁠과 함께 테스트
하여 기능적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씰링 테스트 
카플러에 사용 압력 또는 그 이상의 압력을 가해 조
립공차 및 누유여부등을 확인합니다. 

동반 성장을 실현하는 CEJN 초고압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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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장비

해저, 가스,  
터빈, 조선 

시리즈 115 플랫페이스, 80MPa
• 경량 설계의 카플링으로 휴대용 공구에 적합
• 특허 기술인 자동 안전록킹 기능으로 얘기

치 않은 분리 방지 
• 원핸드 연결 방식으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 

시리즈 116, 150 MPa
• 일반 타입외 스위블 일체형 카플링 
• 록킹링이 장착된 안전 카플러 제품은 

얘기치 않은 분리를 방지합니다.
•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도 공급하고 있

습니다. 

시리즈 117, 100MPa 
• 여러 유압 라인의 연결 오류 방지를 

위하여 시리즈 115 카플러제품과 함
께 사용

• 논드립 방식 누유 최소화 제품  
• 모든 초고압제품은 더스트캡 표준공

급

시리즈 125, 250MPa 
• 작은 외경의 초고압 제품
• 논드립 방식 누유 최소화 제품 
• 손쉬운 연결과 분리  

호스, 70MPa ~ 300MPa  
• 나선형 스틸로 보강된 폴리머 호

스는 높은 사용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

• 낮은 체적변화로 응답 시간 단축 
• 매끄러운 재질로 내피를 제작하

여 압력강하 최소화 

호스, 70MPa ~ 300MPa
다양한 피팅의 구비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
하므로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호스 키
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사용 수명 동안 유연성 유지 
• 내변형성 스틸 강화 구조 
• 내마모성 외피  
• 작은 외경 
• 우수한 내화학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위한 솔루션 
CEJN은 원자력, 해저, 풍력, 석유, 가스, 터빈 분야등 다양하고 끊임없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EJN의 초고압 카플러와 호스 제품은 잭, 케이블 절단기, 파이프 벤딩, 
볼트 텐셔너, 토오크 렌치, 구조 장비, 수압 테스트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CEJN 초고압 애플리케이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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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

볼트 타이트닝

리프팅

시리즈 115, 고유량, 80MPa 
• 일반 스크류 타입 볼카플러를 완

벽하게 대체 가능한 제품
• 작은 외경임에도 고유량 설계
• 피크유량 사용 가능
• 이물질 제거가쉬운 플랫 페이스 

설계

시리즈 116, 150MPa 
• 매우 작은 외경으로 설계-제작

된 CEJN고유의  디자인 제품 
• 스테인리스 스틸 및 카본 스틸 

제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록킹링은 얘기치 않은 카플러

의 분리를 방지 합니다. 

시리즈 218, 100MPa
• 작은 외경 디자인임에도 고유량 

제품
• 논드립 연결, 분리 방식의 씰링 

설계
•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

하는 만능 솔루션

시리즈 230, 70MPa
• 스크류 체결 방식
• 타사의 모든 스크류 타입  제품과 

대부분 호환 

시리즈 125, 250MPa
• 빠르고 안전한 연결 
• 작은 외경
• 연결 및 분리시 누유가 없는 

논드립 디자인제품

스위블 커넥션, 150MPa
• 닿기 어려운 곳에 적합
• 최대 사용 압력에서 360° 회

전 가능하여 호스가 휘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보호

• 호스 사용 수명 연장

시리즈 135, 300MPa
• 카플링과 니쁠의 체결상태 또는 분리

상태 에서도 극한의 높은 사용 압력에
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됨

• 얘기치않은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안
전 록킹장치 장착 제품

• 초고압의 펌프 및 부속품 연결을 쉽고 
빠르게 연결 가능

호스, 70MPa ~ 300MPa 
• 다양한 호스 피팅과 초고압용 

강화 폴리머 호스
• 작동 압력의 1.5배 압력 테스트

를 거친 포트 간(POrt-tO-POrt) 
솔루션 

• 킹크 프로텍터 및 PVC 커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116 T-커넥션, 150MPa
• 경량의 카플링/니쁠 일체형 제품

으로 유압 장비의 연속적인 연결 
작업에 적합

•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연결부 누
유 가능성을 최소화한 제품

• 니쁠 밸브내 독특한 씰링으로, 분
리시 씰 손상 없이 동적하중에 
 견디도록 제작됨

시리즈 116 플랫페이스, 150MPa
• 원핸드 원터치연결 자동 록킹 장

치 장착 제품
• 이물질 제거가쉬운 플랫 페이스 

디자인 
• 116 플랫페이스 카플링은 116 

표준 니쁠과 함께 사용 가능 

CEJN 초고압 애플리케이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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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JN 초고압 문제 해결 솔루션

CEJN은 오래 전부터 고객과 함께 초고압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컴포넌트 및 시스템 솔루션은 CEJN의 핵
심 역량 중 일부입니다. CEJN의 문제 해결 솔루션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고객 맞춤형  
문제 해결 제품

T-커넥터
경량의 카플링/니쁠 일체형  

구성으로 초고압 유압 장비의  

연속 연결에 적합합니다. 

최대 13개의 다른 구성품으로 된 기존 포팅 블록

을 하나의 구성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누

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줄여 누유 위험을 최

소화합니다. 

고유량 트윈 플랫페이스 
압력 라인과 리턴 라인이 서로 옆에 위치해 있

는 경우 필요한 솔루션입니다. 두 가지 연결이 

한 번에 이루어지므로, 빠르고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라인의 교차 연결이 사실상 불가

능합니다.  

디젤 어댑터 니쁠
어댑터와 니쁠이 통합된 이 솔루션을 사용

하면 디젤 엔진 제조 분야의 압력 테스트 

장비에서 인젝션 니쁠이 필요 없습니다. 

원자력 니쁠
원자력 산업의 엄격한 안전 기준 및 성

능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니쁠 솔루션입

니다. 특수강 재질의 이 카플링은 최고 

300°C의 열을 견딜 수 있습니다.

스위블 카플링  
어댑터
카플링과 어댑터를 통합한 형태의 제품으

로 가압 상태에서도 모든 방향의 회전이 

가능합니다. 공간을 절약하고 다양한 구성

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짧은 프로파일 니쁠
외부 나사산타입 니쁠로 잠재적 누유 지점 및 불필

요한 어댑터를  줄여줍니다. 볼트 텐셔너와 기타 공

구에 직접 연결되므로 소형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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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JN 초고압 문제 해결 솔루션

엘보 커넥션
좁은 공간에 맞춰 호스를 구부릴 필요가 

없으므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작

은 공간에 맞춰 호스를 구부릴 필요가 없

으므로 애플리케이션의 안전성을 높입

니다.  

고유량
시리즈 115 고유량 플랫페이스 제품은 최대 사용 압력 

80MPa의 원터치 카플러 제품입니다. 신속한 연결이 가능하

고 원핸드 작동 방식이므로, 고유량 유압 공구용 스크류 타

입 카플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제품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초고압 카플링으

로 해양, 해저 등 물을 유체로 사용하고 내

마모성을 요구하는 환경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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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카플링 & 니쁠
• CEJN 정품
• 누유 방지 인터페이스
• 표준 더스트캡

세인의 초고압 카플링과 니쁠은 논드립 인터페이스 설계로 카플러의 연결 및 분리 시 누유와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한 제품입니다. 더스트캡이 표준 사양으로 장착되어 있어 유압 시스템내로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초고압 카플러 & 호스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Couplings--Nipples/series-115-1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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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시리즈 – 100 MPa

• 소형 디자인
• 독창적인 씰링 설계
• 논드립 연결 및 분리
• 표준으로 더스트 캡 포함
• 호스 파열 밸브가 장착된 니쁠 사용 가능
• 추가로 안전 링이 장착된 카플링 사용 가능

115 시리즈는 표준 및 플랫 페이스 버전으로 구분되며, 외경이 매우 작은 세인(CEJN)만의 독특한  
제품입니다. 논드립 연결및 분리 방식을 취하고, 아연 도금 처리된 철 재질로 제작되었습니다. 록 
킹 슬리브에 안전 록킹링이 장착된 카플링도 공급 가능하므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분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카플링과 니쁠용 더스트 캡은 플라스틱이 표준이지만 별도로 알루미늄 더스트 캡도  
주문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호스 파열 체크기능 밸브가 장착된 니쁠 역시 사용 가능하므로, 오일이  

누유되어 생산 현장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자료 유량

  부품 번호 비고 연결부 길이 지름 헥사곤 토오크 추천 사용씰링

카플링 암나사 101151102 - rc 1/4” 59.3 28 24 50-60 -
101151104 - rc 3/8” 60.8 28 24 70-80 -
101151201 - g 1/8” 53.8 28 24 40-50 t1*
101151202 - g 1/4” 63.3 28 24 40-50 CMs*
101151204 - g 3/8” 63.3 28 24 70-80 t3*
101151401 - 1/8” NPt 53.8 28 24 40-50 -
101151402 - 1/4” NPt 58.3 28 24 50-60 -
101151404 - 3/8” NPt 60.3 28 24 70-80 -

숫나사 101151252 - g 1/4” 61.3 28 24 40-50 t2*
101151254 - g 3/8” 60.8 28 24 70-80 t3*
101151452 - 1/4” NPt 61.8 28 24 50-60 -
101151454 - 3/8” NPt 62.3 28 24 70-80 -

안전 카플링 암나사 101151222 - g 1/4” 61.3 28 24 40-50 CMs*
101151422 - 1/4” NPt 58.3 28 24 50-60 -

니쁠 암나사 101156102 - rc 1/4” 36.7 25.4 22 30-40 -
101156104 - rc 3/8” 38 27.7 24 40-50 -
101156201 - g 1/8” 33.3 19.6 17 40-50 t1*
101156202 - g 1/4” 38 25.4 22 40-50 CMs*
101156204 - g 3/8” 39.5 27.7 24 70-80 t3*
101156401 - 1/8” NPt 33.3 19.6 17 20-25 -
101156402 - 1/4” NPt 35.7 25.4 22 30-40 -
101156404 - 3/8” NPt 37 27.7 24 40-50 -

숫나사 101156152 - r 1/4” 62.5 25.4 22 50-60 -
101156154 - r 3/8” 63 25.4 22 70-80 -
101156212 - g 1/4” 50.3 25.4 22 40-50 t2*
101156254 - g 3/8” 62 25.4 22 70-80 t3*
101156451 - 1/8” NPt 50.8 19.6 17 40-50 -
101156452 - 1/4” NPt 61.5 25.4 22 50-60 -
101156454 - 3/8” NPt 62.1 25.4 22 70-80 -
101156272 Hose rupture valve that 

closes above 13 l/min 

(2.9 gPM uk)

g 1/4” 52 25.4 22 40-50 t2*

아답터 스위블 연결 199501650 스위블 일체형 아답터 g 1/4” 44 50.5 22 40-50 CMs*

*CMS= 세인 금속 씰 (120° cone), T1= 고무 금속 씰 (19 950 0061), T2= 고무 금속 씰 (19 950 0062), T3= 고무 금속 씰 (19 950 0064), T4= 고강도 고무 금속 씰 (19 950 0083), 
W= 구리 와셔 (09 950 4600).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
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압
력

강
하

 , 
M

Pa

유량, l/min (GPM UK)

정격 유량은 0.4 MPa의 압력 강하에서 측정됩니다.

정격 유량 지름 ���������������������������������������������������2.5 mm (3/32")
정격 유량: �����������������������������������������������������������6.0 l/min (1.3 GPM UK)
최대 사용압력: ���������������������������������������������������100.0 MPa 
파열 압력: �����������������������������������������������������������260.0 MPa 
사용 온도 ������������������������������������������������������������-30ºC – +100ºC (-22ºF – +212ºF)
카플링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니쁠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씰 재질 ����������������������������������������������������������������니트릴 (NBR). 요청에 따라 다른 씰 소재로 변경 가능

초고압 카플링 & 니쁠

더스트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Flat-Face-Couplings--Nipples/series-115-Flat-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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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시리즈 – 플랫 페이스 80 MPa

• 플랫 페이스 디자인
• 논드립 연결 및 분리
• 표준으로 더스트 캡 포함
• 원터치 퀵 카플링
• 자동 안전 잠금 장치
•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카플링 뒷부분을 알루미늄 처리
• 115 시리즈 표준 니쁠과 연결 가능

플랫 페이스형 115 시리즈의 사용 압력은 80 Mpa이고 카플링 뒷부분을 알루미늄으로 처 

리하여, 무게에 민감한 작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경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로 치료 장 

비, 토오크 도구, 케이블 절단기등에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료 유량

  부품 번호 비고 연결부 길이 지름 헥사곤 토오크 추천 사용씰링

카플링 암나사 101151200 rubber metal seal 

included

G 1/4” 73.9 31 24 70-80 T2*

니쁠 암나사 101156102 - Rc 1/4” 36.7 25.4 22 30-40 -
101156104 - Rc 3/8” 38 27.7 24 40-50 -
101156201 - G 1/8” 33.3 19.6 17 40-50 T1*
101156202 - G 1/4” 38 25.4 22 40-50 CMs*
101156204 - G 3/8” 39.5 27.7 24 70-80 T3*
101156401 - 1/8” NPT 33.3 19.6 17 20-25 -
101156402 - 1/4” NPT 35.7 25.4 22 30-40 -
101156404 - 3/8” NPT 37 27.7 24 40-50 -

숫나사 101156152 - R 1/4” 62.5 25.4 22 50-60 -
101156154 - R 3/8” 63 25.4 22 70-80 -
101156212 - G 1/4” 50.3 25.4 22 40-50 T2*
101156254 - G 3/8” 62 25.4 22 70-80 T3*
101156451 - 1/8” NPT 50.8 19.6 17 40-50 -
101156452 - 1/4” NPT 61.5 25.4 22 50-60 -
101156454 - 3/8” NPT 62.1 25.4 22 70-80 -
101156272 Hose rupture valve that 

closes above 13 l/min 
(2.9 GPM uk)

G 1/4” 52 25.4 22 40-50 T2*

*CMS= 세인 금속 씰 (120° cone), T1= 고무 금속 씰 (19 950 0061), T2= 고무 금속 씰 (19 950 0062), T3= 고무 금속 씰 (19 950 0064), T4= 고강도 고무 금속 씰 (19 950 0083), 
W= 구리 와셔 (09 950 4600).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
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압
력

 강
하

, M
Pa

유량, 리터/분 (GPM UK)

정격 유량은 0.4 MPa의 압력 강하에서 측정됩니다.

정격 유량 지름 ���������������������������������������������������2.5 mm (3/32")
정격 유량: �����������������������������������������������������������5.3 l/min (1.2 GPM UK)
최대 사용압력: ���������������������������������������������������80.0 MPa 
파열 압력: �����������������������������������������������������������280.0 MPa 
사용 온도 ������������������������������������������������������������-30ºC – +100ºC (-22ºF – +212ºF)
카플링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니쁠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씰 재질 ����������������������������������������������������������������니트릴 (NBR), 요청에 따라 다른 씰링 소재로 변경 가능

초고압 카플링 & 니쁠

더스트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High-Flow-
Flat-Face-Couplings--Nipples/series-115-High-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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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카플링 & 니쁠

115 시리즈 – 고유량 80MPa

• 플랫 페이스 디자인
• 논드립 연결 및 분리
• 표준으로 더스트 캡 포함
• 원터치 퀵 카플링
• 자동 안전 잠금 장치

CEJN의 새로운 고유량 시리즈 유압 카플링으로 초고압 퀵 커넥트 카플링 범위
를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CEJN 플랫페이스 카플링은 크기가 작지만 성능이 뛰
어나 고유량을 필요로 하는 유압 장비에 특히 적합합니다.

기술 사양 오일 유량

  부품 번호 비고 연결부 길이 지름 헥사곤 토오크 추천 사용씰링

카플링 암나사 101152202 - g 1/4’’ 75.8 30 24 CMS
101152402 - 1/4’’ NPt 72.8 30 24 -

숫나사 101152452 - 1/4’’ NPt 74.3 30 24 -
니쁠 암나사 101157002 - g 1/4’’ 38 24.7 22 CMS

101157402 - 1/4’’ NPt 35.7 24.7 22 -

 나사 연결부는 ISO 표준에 따라 표시됩니다. 모든 측정 단위는 mm입니다. 가용 여부 및 가격에 대해서는 CEJN 공식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일반적인 유지관리 요령은 당사
의 웹사이트 www.cejn.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압
력

 강
하

, M
Pa

유량, 리터/분 (GPM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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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은 0.4MPa 압력 강하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정격 유량 지름 ���������������������������������������������������4 mm (5/32")
정격 유량: �����������������������������������������������������������11 l/min (2.4 GPM UK)
최대 사용압력: ���������������������������������������������������80.0 MPa 
파열 압력: �����������������������������������������������������������240�0 MPa 
사용 온도 ������������������������������������������������������������-30ºC – +100ºC (-22ºF – +212ºF)
카플링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 도금 스틸 
니쁠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 도금 스틸 
씰 재질 ����������������������������������������������������������������NBR

더스트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Couplings--Nipples/series-117-1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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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카플링 & 니쁠

117 시리즈 – 100 MPa

• 소형 디자인
• 독창적인 씰링 설계
• 논드립 연결 및 분리
• 표준으로 더스트 캡 포함
• 추가로 안전 링이 장착된 카플링 사용 가능

115 시리즈와는 자매 제품으로 성능과 품질은 똑같으며, 교차 연결을 방지하고자 하는 라인

에 적합합니다. 즉 115 와 117 시리즈는 상호 연결이 불가합니다. 치료 도구 등에서 가장 적

절하게 쓰일 수 있으며 아연 도금 처리된 철로 제작되었습니다. 표준으로 플라틱 더스트 캡이 

카플링과 니쁠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기술 자료 유량

  부품 번호 비고 연결부 길이 지름 헥사곤 토오크 추천 사용씰링

카플링 암나사 101171202 - G 1/4” 61.3 28 24 40-50 CMS*
101171404 - 3/8” NPT 60.3 28 24 70-80 -

숫나사 101171254 - G 3/8” 60.8 28 24 70-80 T3*
101171454 - 3/8” NPT 62.3 28 24 70-80 -

안전 카플링 암나사 101171232 - G 1/4” 61.3 28 24 40-50 CMS*
101171434 - 3/8” NPT 60.3 28 24 70-80 -

니쁠 암나사 101176202 - G 1/4” 38 25.4 22 40-50 CMS*
101176404 - 3/8” NPT 37 27.7 24 40-50 -

아답터 스위블 연결 199501650 스위블 일체형 아답터 G 1/4” 44 50.5 22 40-50 CMS*

*CMS= 세인 금속 씰 (120° cone), T1= 고무 금속 씰 (19 950 0061), T2= 고무 금속 씰 (19 950 0062), T3= 고무 금속 씰 (19 950 0064), T4= 고강도 고무 금속 씰 (19 950 0083), 
W= 구리 와셔 (09 950 4600).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
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압
력

 강
하

, M
Pa

유량, 리터/분 (GPM UK)

정격 유량은 0.4 MPa의 압력 강하에서 측정됩니다.

정격 유량 지름 ���������������������������������������������������2.5 mm
정격 유량: �����������������������������������������������������������6.0 l/min
최대 사용압력: ���������������������������������������������������100.0 MPa
파열 압력: �����������������������������������������������������������260.0 MPa
사용 온도 ������������������������������������������������������������-30ºC – +100ºC
카플링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니쁠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씰 재질 ����������������������������������������������������������������니트릴 (NBR), 요청에 따라 다른 씰링 소재로 변경 가능

더스트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Couplings--Nipples/series-218-1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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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카플링 & 니쁠

218 시리즈 – 100 MPa

• 작은 외경
• 고유량
• 소형 디자인
• 독창적인 씰링 설계
• 논드립 연결 및 분리
• 예상하지 못한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장치 부착
• 표준으로 더스트 캡 포함

218 시리즈는 외경은 매우 작으나 유량은 매우 높습니다. 특허받은 씰링이 장착되어 있으며 

논드립 연결,분리 방식의 카플러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카플링의 록킹 

슬리브에 안전 링이 장착되어 있고 표준으로 카플링과 니쁠에 플라스틱 더스트 캡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주로 고유량이 필요한 라인에서의 사용을 권장하지만, 성능이 좋아 대부분의 모든 

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 카플링입니다. 

기술 자료 유량

  부품 번호 비고 연결부 길이 지름 헥사곤 토오크 추천 사용씰링

카플링 암나사 102181234 - G 3/8” 73.4 34.6 30 70-80 T3*
102181434 - 3/8” NPT 73.4 34.6 30 70-80 -

니쁠 암나사 102186204 - G 3/8” 50.5 27.7 24 70-80 T3*
102186404 - 3/8” NPT 49 27.7 24 40-50 -

*CMS= 세인 금속 씰 (120° cone), T1= 고무 금속 씰 (19 950 0061), T2= 고무 금속 씰 (19 950 0062), T3= 고무 금속 씰 (19 950 0064), T4= 고강도 고무 금속 씰 (19 950 0083), 
W= 구리 와셔 (09 950 4600).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
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압
력

 강
하

, M
Pa

유량, 리터/분 (GPM UK)

정격 유량은 0.4 MPa의 압력 강하에서 측정됩니다.

정격 유량 지름 ���������������������������������������������������4.5 mm
정격 유량: �����������������������������������������������������������15.0 l/min
최대 사용압력: ���������������������������������������������������100.0 MPa
파열 압력: �����������������������������������������������������������280.0 MPa
사용 온도 ������������������������������������������������������������-30ºC – +100ºC
카플링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니쁠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씰 재질 ����������������������������������������������������������������니트릴 (NBR), 요청에 따라 다른 씰링 소재로 변경 가능

더스트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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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카플링 & 니쁠

116 시리즈 – 150 MPa

• 높은 사용 압력
• 소형 디자인
• 독창적인 씰링 설계
• 논드립 연결 및 분리
• 표준으로 더스트 캡 포함
• 밸브가 없는 니쁠 사용 가능
• 추가로 안전 링이 장착된 카플링 사용 가능

CEJN의 정품 시리즈 116은 표준 및 플랫페이스 설계로 실린더, 볼트 텐셔너 공구, 베어링 풀
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경이 작은 것이 특징이며 플랫페이스 논드립 디자인 니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의 외부 재질은 아연 도금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링이 추
가로 장착된 제품은 뜻하지 않은 분리를 방지합니다. 부식에 강한 스테인레스 니켈 도금 제
품을 옵션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90° 각도 스위블 연결부 카플링을 제공하고 
있어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유압 시스템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는 플라스
틱 더스트캡은 카플링과 니쁠 모두에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알루미늄 더스트캡은 별도 주
문 가능합니다.

기술 자료 유량

  부품 번호 비고 연결부 길이 지름 헥사곤 토오크 추천 사용씰링

카플링 암나사 101161201 - g 1/8” 53.8 28 24 40-50 T1*
101161202 - G 1/4” 61.3 28 24 40-50 CMS*
101161402 - 1/4” NPT 58.3 27.7 24 50-60 -
101161280 스테인레스 니켈 도금 록킹

슬리브 장착제품
g 1/4” 61.3 28 24 40-50 CMs*

Female thread 
with angled 
connection

101161230 - G 1/4” 66.6 35 28 50-60 T4*
101161250 스위블 일체형 G 1/4” 65.8 28 22 40-50 CMS*

안전 카플링 암나사 101161422 - 1/4” NPT 58.3 27.7 24 50-60 -
101161222 - G 1/4” 61.3 27.7 24 40-50 CMS*
101161246 스테인레스 니켈 도금 

록킹슬리브 장착제품
G 1/4” 61.3 28 24 40-50 CMS*

밸브리스 니쁠 숫나사 101165252 - G 1/4” 40.5 25.4 22 80-90 폭*

니쁠 암나사 101166201 - g 1/8” 33.3 19.2 17 40-50 T1*
101166202 - G 1/4” 38 25.4 22 40-50 CMS*
101166402 - 1/4” NPT 35.7 25.4 22 30-40 -
101166241 스테인레스 밸브 니

켈도금
G 1/4” 38 25.4 22 40-50 CMS*

아답터 스위블 연결 199501650 스위블 일체형 아답터 G 1/4” 44 50.5 22 40-50 CMS*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CMS= Cejn 금속 씰(120° 원뿔), T1= 고무 금속 씰(19 950 0061), T2= 고무 금속 씰(19 950 
0062), T3= 고무 금속 씰(19 950 0064), T4= 고강도 고무 금속 씰(19 950 0083), W= 커퍼 와셔(09 950 4600).

압
력

 강
하

, M
Pa

유량, 리터/분 (GPM UK)

정격 유량은 0.4 MPa의 압력 강하에서 측정됩니다.

정격 유량 지름 ���������������������������������������������������2.5 mm
정격 유량: �����������������������������������������������������������6.0 l/min
최대 사용압력: ���������������������������������������������������150.0 MPa
파열 압력: �����������������������������������������������������������300.0 MPa
사용 온도 ������������������������������������������������������������-30ºC – +100ºC
카플링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니쁠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씰 재질 ����������������������������������������������������������������니트릴 (NBR), 요청에 따라 다른 씰링 소재로 변경 가능

더스트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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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카플링 & 니쁠

116 시리즈 – 플랫 페이스 150 MPa

• 플랫 페이스 디자인
• 논드립 연결 및 분리
• 표준으로 더스트 캡 포함
• 원터치 퀵 카플링
• 자동 안전 잠금 장치
• 116 시리즈 표준 니쁠과 연결 가능

플랫 페이스형 116 시리즈의 사용 압력은 150 MPa이고, 주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볼트 텐셔너, 절단기, 클램핑도구 등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기술 자료 유량

  부품 번호 비고 연결부 길이 지름 헥사곤 토오크 추천 사용씰링

카플링 암나사 101161219 - g 1/4” 72.1 30 24 40-50 CMs
101161229 최대 사용압력 100 MPa g 3/8” 72.6 30 24 70-80 t3*

101161419 - 1/4” NPt 69.1 30 24 50-60 -
101161429 최대 사용압력 100 MPa 3/8” NPt 70.6 30 24 70-80 -

숫나사 101161269 - g 1/4” 70.6 30 24 50-60 t4*
101161279 최대 사용압력 100 MPa g 3/8” 70.6 30 24 70-80 t3*

101161469 - 1/4” NPt 70.6 30 24 50-60 -
101161479 최대 사용압력 100 MPa 3/8” NPt 70.6 30 24 70-80 -

밸브리스 니쁠 숫나사 101165252 - g 1/4” 40.5 25.4 22 80-90 폭*

니쁠 암나사 101166201 - g 1/8” 33.3 19.2 17 40-50 t1*
101166202 - g 1/4” 38 25.4 22 40-50 CMs*
101166402 - 1/4” NPt 35.7 25.4 22 30-40 -
101166241 스테인레스 밸브 니켈

도금

g 1/4” 38 25.4 22 40-50 CMs*

*CMS= 세인 금속 씰 (120° cone), T1= 고무 금속 씰 (19 950 0061), T2= 고무 금속 씰 (19 950 0062), T3= 고무 금속 씰 (19 950 0063), T4= 고강도 고무 금속 씰 (19 950 0083), 
W= 구리 와셔 (09 950 4600).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
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압
력

 강
하

, M
Pa

유량, 리터/분 (GPM UK)

정격 유량은 0.4 MPa의 압력 강하에서 측정됩니다.

정격 유량 지름 ���������������������������������������������������2.5 mm
정격 유량: �����������������������������������������������������������5.3 l/min
최대 사용압력: ���������������������������������������������������150.0 MPa
파열 압력: �����������������������������������������������������������300.0 MPa
사용 온도 ������������������������������������������������������������-30ºC – +100ºC
카플링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니쁠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씰 재질 ����������������������������������������������������������������니트릴 (NBR), 요청에 따라 다른 씰링 소재로 변경 가능

더스트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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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카플링 & 니쁠

116 시리즈 – T-커넥션 150 MPa

• 일체형 설계
• 경량, 초소형
• 원가 절감

CEJN의 116 시리즈 T-커넥션은 경량의 일체형 카플링과 니쁠의 결합으로서, 볼트 

텐셔너나 실린더와 같은 초고압 유압 장비의 연속적 연결에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최대 13개의 구성품이 필요할 수 있는 일반적인 포팅 블록을 다섯개의 T-커넥션 제

품만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누유지점을 줄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씰링으로 니쁠 밸브가 분리 시에 씰의 손상 위험 없이 동적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

다.  테스트를 거쳐 사전 조립된 커넥션은 설치 준비가 된 상태로 제공되므로 조립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기술 자료 유량

  부품 번호 길이

A 카플링 1개와 니쁠 2개 101163166 103

B 카플링 2개와 니쁠 1개 101163116 121

C 카플링 2개와 니쁠 1개 101163161 149

D 카플링 3개 101163111 149

E 카플링 1개와 니쁠 2개 101163616 94

F 니쁠 3개 101163666 94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압
력

 강
하

, M
Pa

유량, 리터/분 (gPM uK)

정격 유량은 0.4 MPa의 압력 강하에서 측정됩니다.

정격 유량 지름 ���������������������������������������������������2.5 mm
정격 유량: �����������������������������������������������������������6.0 l/min
최대 사용압력: ���������������������������������������������������150.0 MPa
파열 압력: �����������������������������������������������������������300.0 MPa
사용 온도 ������������������������������������������������������������-30ºC – +100ºC
카플링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니쁠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씰 재질 ����������������������������������������������������������������니트릴 (NBR), 요청에 따라 다른 씰링 소재로 변경 가능

더스트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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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시리즈 – 200 MPa

• 높은 사용 압력
• 소형 디자인
• 독창적인 씰링 설계
• 논드립 연결 및 분리
• 표준으로 더스트 캡 포함
• 밸브가 없는 니쁠 사용 가능

외경이 매우 작은 세인(CEJN)만의 독특한 제품으로 특허받은 씰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논드립 연결 및 분리 방식을 취하고, 아연 도금 처리된 철 재질로 제작되

었습니다. 표준으로 카플링과 니쁠에 플라스틱 더스트 캡이 부착되어 있으며, 주로 볼트 

텐셔너, 베어링 풀러 등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료 유량

  부품 번호 비고 연결부 길이 지름 헥사곤 토오크 추천 사용씰링

카플링 암나사 101251202 - G 1/4” 64.3 30 24 40-50 CMS*

밸브가 없는 니
쁠

숫나사 101255252 - G 1/4” 42.5 25.4 22 100-110 W*

니쁠 암나사 101256202 - G 1/4” 38 25.4 22 40-50 CMS*

*CMS= 세인 금속 씰 (120° cone), T1= 고무 금속 씰 (19 950 0061), T2= 고무 금속 씰 (19 950 0062), T3= 고무 금속 씰 (19 950 0064), T4= 고강도 고무 금속 씰 (19 950 0083), 
W= 구리 와셔 (09 950 4600).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
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압
력

 강
하

, M
Pa

유량, 리터/분 (GPM UK)

정격 유량은 0.4 MPa의 압력 강하에서 측정됩니다.

정격 유량 지름 ���������������������������������������������������2.5 mm
정격 유량: �����������������������������������������������������������5.8 l/min
최대 사용압력: ���������������������������������������������������200.0 MPa
파열 압력: �����������������������������������������������������������400.0 MPa
사용 온도 ������������������������������������������������������������-30ºC – +100ºC
카플링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니쁠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씰 재질 ����������������������������������������������������������������니트릴 (NBR), 요청에 따라 다른 씰링 소재로 변경 가능

초고압 카플링 & 니쁠

더스트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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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카플링 & 니쁠

125 시리즈 – 250 MPa

• 높은 사용 압력
• 소형 디자인
• 독창적인 씰링 설계
• 논드립 연결 및 분리
• 표준으로 더스트 캡 포함
• 밸브가 없는 니쁠 사용 가능

외경이 매우 작은 세인(CEJN)만의 독특한 제품으로 특허받은 씰이 장착될 수 있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논드립 연결 및 분리 방식을 취하고, 아연 도금 처리된 철 재질

로 제작되었습니다. 표준으로 카플링과 니쁠에 플라스틱 더스트 캡이 부착되어 있

으며, 주로 볼트 텐셔너, 베어링 풀러등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료 유량

  부품 번호 비고 연결부 길이 지름 헥사곤 토오크 추천 사용씰링

카플링 암나사 101251203 working pressure  
250 MPa

G 1/4” 64.3 30 24 40-50 CMS*

90도 암나사 101251248 working pressure  
250 MPa

G 1/4” 53.8 30 26 40-50 CMS*

니쁠 암나사 101256203 working pressure  
250 MPa

G 1/4” 38 25.4 22 40-50 CMS*

*CMS= 세인 금속 씰 (120° cone), T1= 고무 금속 씰 (19 950 0061), T2= 고무 금속 씰 (19 950 0062), T3= 고무 금속 씰 (19 950 0064), T4= 고강도 고무 금속 씰 (19 950 0083), 
W= 구리 와셔 (09 950 4600).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
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압
력

 강
하

, M
Pa

유량, 리터/분 (GPM UK)

정격 유량은 0.4 MPa의 압력 강하에서 측정됩니다.

정격 유량 지름 ���������������������������������������������������2.5 mm
정격 유량: �����������������������������������������������������������5.8 l/min
최대 사용압력: ���������������������������������������������������250.0 MPa
파열 압력: �����������������������������������������������������������500.0 MPa
사용 온도 ������������������������������������������������������������-30ºC – +100ºC
카플링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니쁠 재질 ������������������������������������������������������������열처리된 아연, 크롬으로 도금 처리된 철 재질 
씰 재질 ����������������������������������������������������������������니트릴 (NBR), 요청에 따라 다른 씰링 소재로 변경 가능

더스트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Couplings--Nipples/series-135-3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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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카플링 & 니쁠

135 시리즈 – 300 MPa

• 매우 높은 사용 압력
• 논드립 연결 및 분리
• 예상하지 못한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장치 부착
• 출하되기전에 최대 사용 압력까지 개별적 압력 테스트
• 표준으로 더스트 캡 포함

135 시리즈의 최대 사용 압력은 300 MPa 이며 분리된 상태에서도 300 MPa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논드립 연결 및 분리 방식을 취하며, 예상하지 못한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카플링

의 록킹 슬리브에 안전 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표준으로 플라스틱 더스트 캡이 카플링과 

니쁠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스위블 니쁠과 논-스위블 니쁠을 공급하고 있으며 각 카플링과 

니쁠은 출하되기 전에 최대 사용 압력까지 압력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압력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도 다른 제품보다 빠르고 안전하며 쉽게 펌프 또는 악세사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 풀러, 스플리터, 유압 테스트 설비등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료 유량

  부품 번호 비고 연결부 길이 지름 헥사곤 Max rec� 

press� 

cycles

토오크 추천 사용

씰링

카플링 Female thread with 
60° sealing cone

101351505 - M16x1.5 64 30 22 1000/5000 40-50 60° cone

니쁠 Female thread with 
60° sealing cone

101356505 스위블 니쁠 M16x1.5 55.3 25 22 1000 40-50 60° cone
101356506 논-스위블 니쁠 M16x1.5 55.3 25 22 5000 40-50 60° cone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압
력

 강
하

, M
Pa

유량, 리터/분 (GPM UK)

정격 유량은 0.4 MPa의 압력 강하에서 측정됩니다.

정격 유량 지름 ���������������������������������������������������2.5 mm
정격 유량: �����������������������������������������������������������4.6 l/min
최대 사용압력: ���������������������������������������������������300.0 MPa
파열 압력: �����������������������������������������������������������600.0 MPa
사용 온도 ������������������������������������������������������������-20ºC – +80ºC
카플링 재질 ��������������������������������������������������������검은색 코팅의 열처리된 철 재질 
니쁠 재질 ������������������������������������������������������������검은색 코팅의 열처리된 철 재질 
씰 재질 ����������������������������������������������������������������니트릴 (NBR), 요청에 따라 다른 씰링 소재로 변경 가능 
Max� rec� pressure cycles �������������������������������니쁠 설계 기준

더스트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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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체결 카플링 & 니쁠
• 고유량
• 압력하에서 연결 가능
• 금속 더스트 캡 사용 가능

230 시리즈는 스크류 연결 방식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유량이 매우 높습니

다.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연결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다른 스크류 방식 

카플링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수동 펌프, 실린더, 잭 등에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스크류체결 카플링 & 니쁠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screw-to-Connect-Couplings--Nip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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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체결 카플링 & 니쁠

230 시리즈 – DN 6.3

기술 자료 유량

  부품 번호 연결부 길이 지름 헥사곤 토오크

카플링 숫나사 102301452 1/4” NPT 60.8 28 22 50-60

니쁠 암나사 102306402 1/4” NPT 32.5 28 19 50-60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압
력

 강
하

, M
Pa

유량, 리터/분 (GPM UK)

정격 유량은 0.4 MPa의 압력 강하에서 측정됩니다.

정격 유량 지름 ���������������������������������������������������6.3 mm
정격 유량: �����������������������������������������������������������16.1 l/min
최대 사용압력: ���������������������������������������������������70.0 MPa
최대 파열 압력, 연결시: ������������������������������������220.0 MPa
카플링 최대 파열 압력, 분리시: �����������������������180.0 MPa
니쁠 최대 파열 압력, 분리시: ���������������������������149.0 MPa
사용 온도 ������������������������������������������������������������-30ºC – +100ºC
카플링 재질 ��������������������������������������������������������아연 도금 처리된 철 재질 
니쁠 재질 ������������������������������������������������������������아연 도금 처리된 철 재질 
씰 재질 ����������������������������������������������������������������니트릴 (NBR)

230 시리즈 – DN 10

기술 자료 유량

  부품 번호 연결부 길이 지름 헥사곤 토오크

카플링 숫나사 102301484 3/8” NPT 72.3 35 24 70-80

니쁠 암나사 102306434 3/8” NPT 40 35 32 70-80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압
력

 강
하

, M
Pa

유량, 리터/분 (GPM UK)

정격 유량은 0.4 MPa의 압력 강하에서 측정됩니다.

정격 유량 지름 ���������������������������������������������������10 mm
정격 유량: �����������������������������������������������������������21.2 l/min
최대 사용압력: ���������������������������������������������������70.0 MPa
최대 파열 압력, 연결시: ������������������������������������185.0 MPa
카플링 최대 파열 압력, 분리시: �����������������������185.0 MPa
니쁠 최대 파열 압력, 분리시: ���������������������������150.0 MPa
사용 온도 ������������������������������������������������������������-30ºC – +100ºC
카플링 재질 ��������������������������������������������������������아연 도금 처리된 철 재질 
니쁠 재질 ������������������������������������������������������������아연 도금 처리된 철 재질 
씰 재질 ����������������������������������������������������������������니트릴 (NBR)

더스트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더스트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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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호스
• 사용 수명동안 유연성 유지
• 적은 체적 변화
• 강화된 철 구조로 꼬임 방지

나선형의 철로 강화된 폴리머 소재 호스로, 압력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유

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스 팽창이 적어 유압 시스템에 대한 작업의 효율을 높

이고, 반면 내부 튜브는 부드러워 압력 강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뒤틀림을 막아

주는 스틸로 강화된 구조, 마모 방지 덮개, 화학물에 대한 높은 내성으로, 거칠고 힘든 

작업 현장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긴 호스 수명을 자랑합니다. 외경이 작아 협

소한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초고압 호스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Hose/Hose-70-MPa-DN-6/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Hose/Hose-70-MPa-D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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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번호 Description

호스 199510701 빨강
199510702 노랑
199510703 검정
199510704 파랑

트윈 호스 199510710 빨강/노랑
199510711 검정/노랑

연결 199510730 G 1/4” male with 60° int. sealing cone + recess for Tredo ring
199510731 G 1/4” male with recess for USIT ring
199510732 G 1/4” male with 120° ext. sealing cone (CMS)
199510733 G 1/4” male with 120° ext. sealing cone (CMS)
199510734 1/4” NPT male
199510735 3/8” NPT male
199510736 R 3/8” male
199510737 Sealing head (60°) + G 1/4” female swivel nut
199510738 Sealing head (60°) + M14 x 1.5 female swivel nut
199510739 24° ext. sealing cone with O-ring + M18 x 1.5 female swivel nut
199510740 3/8” NPT fixed female
199510741 R 1/4” male
199510743 1/4” NPT fixed female

악세사리 199511080 Kink-protection spring
199511081 Clamb for twin-hose
199511880 보호 호스 PVC

고무 금속 씰 199500062 1/4” (트레도)
199500084 1/4” (USIT 링)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압 호스 – 70 MPa (DN 6)

기술 자료   

사요 재질 및 제조: ��������������������������������������������호스 내부 튜브는 폴리아미드 (PA), 외부 피막은 폴리우레탄 (PUR), 그사이로 
두겹의 나선형 철 와이어와 인조 섬유 내장

ID x OD (mm) ��������������������������������������������������6.3 x 12.4 mm
최대 사용압력: ���������������������������������������������������70.0 MPa
파열 압력: �����������������������������������������������������������186.0 MPa
최소 밴딩 지름: ��������������������������������������������������70 mm
무게: ��������������������������������������������������������������������190 g/m
사용 온도 ������������������������������������������������������������-40ºC – +100ºC

초고압 호스

 부품 번호 Description

호스 199510061 Black

연결 199510066 G 3/8” male
199510067 3/8” NPT male

고무 금속 씰 199500064 3/8”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압 호스 – 70 MPa, DN 10

기술 자료   

사요 재질 및 제조: ��������������������������������������������호스 내부 튜브는 폴리아미드 (PA12), 외부 피막은 폴리우레탄 (PUR), 그사이
로 두겹의 나선형 철 와이어와 한겹의 브레이드 철 와이어 내장

ID x OD (mm) ��������������������������������������������������9.7 x 18.0 mm
최대 사용압력: ���������������������������������������������������70.0 MPa
파열 압력: �����������������������������������������������������������215.0 MPa
최소 밴딩 지름: ��������������������������������������������������120 mm
무게: ��������������������������������������������������������������������500 g/m
사용 온도 ������������������������������������������������������������-40ºC – +100ºC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Hose/Hose-72-MPa-D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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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호스

 부품 번호 Description

호스 199510721 빨강
199510722 노량
199510723 검정
199510724 파랑

트윈 호스 199510791 검정/빨강
199510792 빨강/파랑
199510793 노랑/검정
199510794 빨강/노랑

연결 199510730 G 1/4” male with 60° int. sealing cone + recess for Tredo ring
199510731 G 1/4” male with recess for USIT ring
199510732 G 1/4” male with 120° ext. sealing cone (CMS)
199510733 G 1/4” male with 120° ext. sealing cone (CMS)
199510734 1/4” NPT male
199510735 3/8” NPT male
199510736 R 3/8” male
199510737 Sealing head (60°) + G 1/4” female swivel nut
199510738 Sealing head (60°) + M14 x 1.5 female swivel nut
199510739 24° ext. sealing cone with O-ring + M18 x 1.5 female swivel nut
199510740 3/8” NPT fixed female
199510741 R 1/4” male
199510743 1/4” NPT fixed female

악세사리 199511080 Kink-protection spring
199511081 Clamb for twin-hose
199511880 보호 호스 PVC
199511085 호스 보호 밴드, 플라스틱 블랙
199511086 호스 보호 밴드, 플라스틱 블루
199511087 호스 보호 밴드, 플라스틱 레드
199511088 호스 보호 밴드, 플라스틱 옐로우

고무 금속 씰 199500062 1/4” (트레도)
199500084 1/4” (USIT 링)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압 호스 – 72 MPa (DN 6)

기술 자료   

사요 재질 및 제조: ��������������������������������������������호스 내부 튜브는 폴리아미드 (PA), 외부 피막은 폴리우레탄 (PUR), 그사이로 
두겹의 나선형 철 와이어와 인조 섬유 내장

ID x OD (mm) ��������������������������������������������������6.4 x 12.5 mm
최대 사용압력: ���������������������������������������������������72.0 MPa
파열 압력: �����������������������������������������������������������288.0 MPa
최소 밴딩 지름: ��������������������������������������������������70 mm
무게: ��������������������������������������������������������������������250 g/m
사용 온도 ������������������������������������������������������������-40ºC – +100ºC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Hose/Hose-100-MPa-DN-6/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Hose/Hose-180-MPa-D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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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호스

 부품 번호 Description

호스 199511001 검정
199511002 파랑
199511003 빨강
199511004 노랑

트윈 호스 199511010 빨강/파랑
199511011 빨강/노랑
199511012 빨강/검정

연결 199510730 G 1/4” male with 60° int. sealing cone + recess for Tredo ring
199510731 G 1/4” male with recess for USIT ring
199510732 G 1/4” male with 120° ext. sealing cone (CMS)
199510733 G 1/4” male with 120° ext. sealing cone (CMS)
199510734 1/4” NPT male
199510735 3/8” NPT male
199510736 R 3/8” male
199510737 Sealing head (60°) + G 1/4” female swivel nut
199510738 Sealing head (60°) + M14 x 1.5 female swivel nut
199510739 24° ext. sealing cone with O-ring + M18 x 1.5 female swivel nut
199510740 3/8” NPT fixed female
199510741 R 1/4” male
199510743 1/4” NPT fixed female

악세사리 199511080 Kink-protection spring
199511081 Clamb for twin-hose
199511880 보호 호스 PVC
199511085 호스 보호 밴드, 플라스틱 블랙
199511086 호스 보호 밴드, 플라스틱 블루
199511087 호스 보호 밴드, 플라스틱 레드
199511088 호스 보호 밴드, 플라스틱 옐로우

고무 금속 씰 199500062 1/4” (트레도)
199500084 1/4” (USIT 링)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압 호스 – 100 MPa (DN 6)

기술 자료   

사요 재질 및 제조: ��������������������������������������������호스 내부 튜브는 폴리아미드 (PA), 외부 피막은 폴리우레탄 (PUR), 그사이로 
네겹의 나선형 철 와이어 내장

ID x OD (mm) ��������������������������������������������������6.3 x 13.3 mm
최대 사용압력: ���������������������������������������������������100.0 MPa
파열 압력: �����������������������������������������������������������320.0 MPa
최소 밴딩 지름: ��������������������������������������������������80 mm
무게: ��������������������������������������������������������������������305 g/m
사용 온도 ������������������������������������������������������������-40ºC – +100ºC

 부품 번호 Description

호스 199511801 파랑

연결 199511830 G 1/4” male with 60° int. sealing cone + recess for Tredo ring
199511831 G 1/4” male flat end for copper washer,  with recess for USIT ring
199511832 G 1/4” male with 120° ext. sealing cone (CMS)
199511833 Sealing head (60°) + G 1/4” female swivel nut
199511835 59° ext. sealing cone + 9/16”-18 uNF female swivel nut
199511836 sealing head (60°) + M14 x 1.5 female swivel nut

악세사리 199511880 보호 호스 PVC

고무 금속 씰 199500062 1/4” (트레도)
199500084 1/4” (USIT 링)

고무 금속 씰 (고강도) 199500083 1/4” (트레도)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압 호스 – 180 MPa (DN 5)

기술 자료   

사요 재질 및 제조: ��������������������������������������������호스 내부 튜브는 폴리아세탈 (POM), 외부 피막은 폴리아미드 (PA), 그사이
로 네겹의 나선형 철 와이어 내장

ID x OD (mm) ��������������������������������������������������4.7 x 11.5 mm
최대 사용압력: ���������������������������������������������������180.0 MPa
파열 압력: �����������������������������������������������������������450.0 MPa
최소 밴딩 지름: ��������������������������������������������������130 mm
무게: ��������������������������������������������������������������������280 g/m
사용 온도 ������������������������������������������������������������-40ºC – +100ºC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Hose/Hose-250-MPa-DN-5/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Hose/Hose-300-MPa-D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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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번호 Description

호스 199512501 빨강

연결 199512530 G 1/4” male with 120° ext. sealing cone (CMS)
199512534 G 1/4” male flat end for copper washer
199512531 Sealing head (60°) + G 1/4” female swivel nut
199512533 M16x1.5 male with 60° ext. cone
199512532 59° ext. sealing cone + 9/16”-18 UNF female swivel nut

악세사리 199511880 보호 호스 PVC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압 호스 – 250 MPa (DN 5)

기술 자료   

사요 재질 및 제조: ��������������������������������������������호스 내부 튜브는 폴리아세탈 (POM), 외부 피막은 폴리아미드 (PA), 그사이
로 여섯겹의 나선형 철 와이어 내장

ID x OD (mm) ��������������������������������������������������4.7 x 13.0 mm
최대 사용압력: ���������������������������������������������������250.0 MPa
파열 압력: �����������������������������������������������������������625.0 MPa
최소 밴딩 지름: ��������������������������������������������������175 mm
무게: ��������������������������������������������������������������������410 g/m
사용 온도 ������������������������������������������������������������-40ºC – +100ºC

초고압 호스

 부품 번호 Description

호스 199513001 파랑

연결 199513030 9/16”- 18 UNF 스위벌
199513031 1/4” - 28 UNF Left hand
199513032 M16 x 1,5 male

악세사리 199511880 보호 호스 PVC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압 호스 – 300 MPa (DN 4)

기술 자료   

사요 재질 및 제조: ��������������������������������������������호스 내부 튜브는 폴리아세탈 (POM), 외부 피막은 폴리아미드 (PA), 그사이
로 여섯겹의 나선형 철 와이어 내장

ID x OD (mm) ��������������������������������������������������3.9 x 11.5 mm
최대 사용압력: ���������������������������������������������������300.0 MPa
파열 압력: �����������������������������������������������������������700.0 MPa
최소 밴딩 지름: ��������������������������������������������������140 mm
무게: ��������������������������������������������������������������������290 g/m
사용 온도 ������������������������������������������������������������-40ºC – +100º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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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답터, 씰, 블록 & 게이지
• 다양한 범위의 연결과 나사
• 내구성이 높은 디자인
• 씰 선택이 가능
• 다섯 종류의 포팅 블록

초고압 카플러와 호스에 사용이 가능한 아답터, 포팅블록, 초고압  씰 및 압력 게

이지를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답터의 경우 초고압 300Mpa 사용 압력의 호스 

및 카플러 연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팅블록은 5가지의 기본 제품이 있으며 여

러개의 유압라인의 연결 또는 압력 게이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세인의 압력 게이지는 최고 성능과 품질을 자랑하며 1 Mpa ~ 

400 Mpa 까지 A 와 BD 타입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

세 제품리스트는 “www.cejn.kr(신제품안내)” 에서 다운로

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답터, 씰, 블록 & 게이지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Accessories/Ada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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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범위의 연결과 나사
• 내구성이 높은 디자인
• 씰 선택이 가능

모든 상황에서 고장없이 안전하게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결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대부

분의 카플링과 호스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검정색 코팅의 아연 도금 처리된 스틸로 제작되었습니다. 사

용 압력은 100~300 Mpa이며, 더 상세한 정보는 www.cejn.kr(제품정보 리스트)에서 참고할 수 있습

니다.

기술 자료   

재질: ��������������������������������������������������������������������검은색 코팅의 아연 도금 처리된 스틸 
재질

부품 번호  연결부 1 연결부 2 최대 사용압력: Description 

199500015 G 1/4” G 1/4” 150.0 MPa Male adapter fully threaded

199500016 G 1/8” G 1/8” 150.0 MPa Male adapter fully threaded

199500022 G 1/4” 9/16”-18 UNF 300.0 MPa 숫나사:  120° 외부 원뿔이 있는 연결부 

1  60° 외부 원뿔이 있는 연결부 2

199500028 G 1/4” M14 x 1,5 250.0 MPa 숫나사: 120° 외부 원뿔이 있는 연결부 

1  60° 내부 원뿔이 있는 연결부 2

199500029 G 1/4” 9/16”- 18 UNF 250.0 MPa 12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60° 내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2

199501404 G 1/4” 3/8” NPT 150.0 MPa 12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3/8” NPT가 있는 숫나사 연결부 2

199501600 G 1/4” - 300.0 MPa 12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플러그

199501601 G 1/4” G 1/4” 300.0 MPa 12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12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2

초고압 유압 어댑터   –

아답터, 씰, 블록 &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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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답터, 씰, 블록 & 게이지

부품 번호  연결부 1 연결부 2 최대 사용압력: Description 

199501602 G 1/4” G 1/4” 250.0 MPa 60° 내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12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

부 2 (고무 금속 씰 포함 최대 사용 압

력 100MPa)

199501603 G 1/4” 3/8” NPT 150.0 MPa 60° 내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3/8 NPT”가 있는 숫나사 연결부 2(고무 

금속 씰 포함 최대 사용 압력 100MPa)

199501604 G 1/4” R 3/8” 150.0 MPa 60° 내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3/8”가 있는 숫나사 연결부 2(고무 금속 

씰 포함 최대 사용 압력 100MPa)

199501605 G 1/4” 9/16”- 18 UNF 250.0 MPa 60° 내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6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2

199501606 G 1/4” 3/4”- 16 UNF 250.0 MPa 60° 내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6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

부 2 (고무 금속 씰 포함 최대 사용 압

력 100MPa)

199501607 G 1/4” M16x1.5 250.0 MPa 60° 내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6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2

199501608 G 1/4” M22 x 1,5 250.0 MPa 60° 내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6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

부 2(고무 금속 씰 포함 최대 사용 압

력 100MPa)

199501609 G 1/4” M22 x 1.5 300.0 MPa 12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6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2

199501610 G 1/4” M16x1.5 300.0 MPa 12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6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2

199501611 G 1/4” 3/4”-16 UNF 300.0 MPa 12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6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2

199501612 M16x1.5 M16x1.5 300.0 MPa 6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6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2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Accessories/seals/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
Hydraulics/Accessories/Ada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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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번호  연결부 1 연결부 2 최대 사용압력: Description 

199501613 9/16”-18 UNF M16x1.5 300.0 MPa 6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6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2

199501614 9/16”-18 UNF M16x1.5 250.0 MPa 60° 내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60° 외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2

199501621 G 1/4” R 1/4” 150.0 MPa 60° 내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1/4”가 있는 숫나사 연결부 2(고무 금속 

씰 포함 최대 사용 압력 100MPa)

199501622 G 1/4” G 1/4” 250.0 MPa 60° 내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60° 내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

부 2(고무 금속 씰 포함 최대 사용 압

력 100MPa)

199501623 G 1/4” 1/4” NPT 150.0 MPa 60° 내부 원뿔이 있는 숫나사 연결부 1 

1/4” NPT가 있는 숫나사 연결부 2(고무 

금속 씰 포함 최대 사용 압력 100MPa)

199501650 G 1/4” G 1/4” 150.0 MPa 1개의 암 스위블을 120° 내부 원뿔에 연

결 2개의 고정 숫나사를 120° 외부 원

뿔에 연결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All measurements are in mm.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압 씰 – 최대 사용 압력 150 MPa
초고압 라인에는 다양한 고무 금속 씰이 포함되어 있어 초고압 카플링과 니쁠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 압력 범위는 100~150 MPa입니다.

  부품 번호 Description 최대 사용압력:

고무 금속 씰 tredo 199500061 1/8” 100.0 MPa
199500062 1/4” (트레도) 100.0 MPa
199500064 3/8” 100.0 MPa

usit 링 199500084 1/4” (USIT 링) 100.0 MPa
고무 금속 씰 (고강도) tredo 199500083 1/4” (트레도) 150.0 MPa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
기 바랍니다.

아답터, 씰, 블록 & 게이지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Accessories/Porting-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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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답터, 씰, 블록 & 게이지

• 다섯 종류의 포팅 블록
• 2, 3, 5 포트 버전 
• 튼튼하고 견고한 디자인

 
한 개의 펌프부터 다수의 도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유압 라인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며, 압력 게이지의 
연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크기에 따라 종류는 5가지이며 포트 수는 다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보다 상세
한 정보는 제품 리스트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5 종류의 블록은 모두 검은색 코팅의 아연 도금 처리된 철 재

질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술 자료   

재질: ��������������������������������������������������������������������검은색 코팅의 아연 도금 처리된 스틸 재질
정격 유량 지름 ���������������������������������������������������5 mm

 부품 번호 연결부 Description 최대 사용압력:

4 포트 블록 199501680 G 1/4” G 1/4” female thread. Seal with 120° sealing cone or rub-

ber metal seal (max working pressure with rubber metal 

seal 100 MPa). Supplied with one blind plug.

300.0 MPa

3 포트 게이지 블록 199501681 G 1/4” G 1/4” female thread. Seal with 120° sealing cone or rub-

ber metal seal (max working pressure with rubber metal 

seal 100 MPa). Gauge connection G 1/2”. Supplied with 

sealing washer.

200.0 MPa

3 포트 블록 199501682 G 1/4” G 1/4” female thread. Seal with 120° sealing cone or rub-

ber metal seal (max working pressure with rubber metal 

seal 100 MPa).

300.0 MPa

5 포트 블록 199501683 G 1/4” G 1/4” female thread. Seal with 120° sealing cone or rub-

ber metal seal (max working pressure with rubber metal 

seal 100 MPa).

300.0 MPa

2 포트 L-블록 199501684 G 1/4” G 1/4” female thread. Seal with 120° sealing cone or rub-

ber metal seal (max working pressure with rubber metal 

seal 100 MPa).

300.0 MPa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팅 블록 – 300 MPa –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Accessories/Pressure-gau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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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번호 연결부 최대표시 사용압력 A B C D E F H J K L N 

Ø 63 MM Bottom connec-

tion Male thread
199402120 G 1/4” 100.0 MPa 5.6 28 10 62.6 68 55.3 13 - - - 14
199402121 1/4” NPT 100.0 MPa 5.6 28 10 62.6 68 54.3 13 - - - 14

Panel mounting 

Male thread

199402320 G 1/4” 100.0 MPa 6.6 28 0 62.6 68 54.8 13 85 3.6 75 14
199402321 1/4” NPT 100.0 MPa 6.6 28 0 62.6 68 53.8 13 85 3.6 75 14

Ø 100 MM Bottom connec-

tion Male thread

199403120 G 1/2” 100.0 MPa 13 48.6 15 101 110.6 86 20 - - - 22
199403140 1/2” NPT 100.0 MPa 13 48.6 15 101 110.6 86 20 - - - 22
199403121 G 1/2” 160.0 MPa 13 48.6 15 101 110.6 86 20 - - - 22
199403122 G 1/2” 200.0 MPa 13 48.6 15 101 110.6 86 20 - - - 22

Panel mounting 

Male thread

199403320 G 1/2” 100.0 MPa 20 48.6 31 101 110.6 87 20 132 6 118 22
199403321 G 1/2” 160.0 MPa 20 48.6 31 101 110.6 87 20 132 6 118 22
199403322 G 1/2” 200.0 MPa 20 48.6 31 101 110.6 87 20 132 6 118 22

Ø 160 MM Bottom connec-

tion Male thread

199404120 G 1/2” 100.0 MPa 15 50.5 15.5 149.6 161 117 20 - - - 22
199404121 G 1/2” 160.0 MPa 15 50.5 15.5 149.6 161 117 20 - - - 22
199404122 G 1/2” 200.0 MPa 15 50.5 15.5 149.6 161 117 20 - - - 22

Panel mounting 

Male thread

199404320 G 1/2” 100.0 MPa 25.5 50.5 31 149.6 161 85.5 20 190 6 173 22
199404321 G 1/2” 160.0 MPa 25.5 50.5 31 149.6 161 85.5 20 190 6 173 22
199404322 G 1/2” 200.0 MPa 25.5 50.5 31 149.6 161 85.5 20 190 6 173 22

연결부 나사산은 ISO 표준을 따릅니다. 모든 측정 단위는 mm 입니다. 가격 및 제품 문의는 세인 (CEJN) 한국 법인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홈페이지 (www.cejn.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압 압력게이지 – 최대 사용 압력 400 MPa

• 직경 Ø 63 mm, Ø 100 mm, Ø 160 mm 크기
• 견고하고 튼튼한 디자인

세인은 아날로그 타입 압력게이지를 1Mpa( 10 Bar)부터 400Mpa (4000 Bar )까지 공급하고 있습

니다. Accuracy 1.0%, 1.6% 을 표준 사양으로 직경 63 mm, 100mm, 160 mm, 4” 및 6” 제품을 공

급하고 있으며 A 타입과 DB 타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제품의 전체 리스트는 당사로 문

의 바랍니다.

최대 권장 사용 압력:�����������������������������������������표시 압력의 75%
재질: ��������������������������������������������������������������������스테인레스 AISI 316/AISI 304. Dial face 

of aluminum with black graduations. 
Pointer of aluminum or stainless steel. 
Gasket of polychloroprene. Window of 
plexiglass.

단위: ��������������������������������������������������������������������bar / MPa 

보호 유리 재질: �������������������������������������������������� IP 65 
게이지 내부 유체: ����������������������������������������������98% 글리세린 충진제품
정밀도: ����������������������������������������������������������������Ø 63 mm +- 1.6%. Ø 100 & 160 mm 

0- 1% .
사용 온도 ������������������������������������������������������������15ºC – +65ºC
기타: ��������������������������������������������������������������������Ø 100 과 Ø 160 mm는 EN 837-1 기준

에 맞게 제조.

기술 자료

아답터, 씰, 블록 &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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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권장 사항

• 퀵 커넥트 카플러를 사용하기 전에 육안으로 검사하여 품목 번호
와 일치하는 제품인지 확인하십시오. 

• 카플러의 양쪽 모두 CEJN 정품이어야 합니다.

• 연결하기 전에 카플러의 기능을 숙지하고 제품 데이터시트 또는 
카탈로그를 읽어보십시오.

• 카플러의 작동 부품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기능상의 오류
가 발견되는 즉시 카플러를 교체하십시오.

• 니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심각한 마모 또는 손상이 있을 경우 
교체하십시오. 니쁠의 마모는 곧 카플링의 마모로 이어집니다.

• 양쪽을 연결할 때 연결부가 완전한지, 니쁠이 카플링에 제대로 고
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제품에 지나친 하중을 가하지 마십시오. 카탈로그 또는 웹 사이트
에서 최대 사용 압력을 확인하십시오. (최소 파열 압력은 과부하, 
충격, 부식 등이 일어나지 않은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 사용되는 유체의 유형에 바디와 씰 재질이 부합하는지 확인하십
시오.

• 유체 및 주변 온도가 명시된 온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카플링과 니쁠을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관리하십시오. 연결하기 
전에는 깨끗이 닦아주어야 합니다.

• 카플링과 니쁠이 분리되었을 때는 더스트캡을 씌워 주십시오.

• 더스트캡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카플링과 니쁠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더스트캡끼리 연결하십시오.

• 누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기기를 정지시키십시오. 가압 상태에서
는 절대로 누유 지점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 반드시 라인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분리하십시오.   

CEJN 초고압 퀵 커넥트 카플러 제품 사용을 위한 안전 및 유지 보수 지침

더스트캡

CEJN 초고압 사양 및 치수

부품 번호 재질 색상 카플링 시리즈 니쁠 시리즈용 비고

10 115 4100 알루미늄 115, 116 , 117, 125

10 115 4101 알루미늄 115, 116

10 115 4102 알루미늄 115, 116 잔압 제거 니쁠 함께 사용

09 115 1002 플라스틱 레드 115, 116 , 117, 125

09 115 1053 플라스틱 레드 115, 116 , 117, 125

09 115 1004 플라스틱 115, 116 , 117, 125

09 115 1055 플라스틱 블랙 115, 116 , 117, 125

09 115 1005 플라스틱 블루 115, 116 , 117, 125

09 115 1057 플라스틱 블루 115, 116 , 117, 125

09 218 1000 플라스틱 레드 218

09 218 1050 플라스틱 레드 218

09 140 1000 플라스틱 레드 135

09 140 1050 플라스틱 레드 135

10 231 1000 플라스틱 레드 230, DN6.3 230, DN6.3

10 231 1001 플라스틱 레드 230, DN10 230, DN10

10 230 4100 스틸 230, DN6.3

10 230 4101 스틸 230, DN6.3

10 230 4102 스틸 230, DN10

10 230 4103 스틸 230, D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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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Couplings--Nipples/series-115-100-MPa/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Flat-Face-Couplings--Nipples/series-115-Flat-Face/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High-Flow-
Flat-Face-Couplings--Nipples/series-115-High-Flow/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Couplings--Nipples/series-116-150-MPa/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Couplings--Nipples/series-116-t-Connection/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Couplings--Nipples/series-116-150-MPa/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Couplings--Nipples/series-117-100-MPa/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Couplings--Nipples/series-125-200-MPa/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Couplings--Nipples/series-125-250-MPa/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Couplings--Nipples/series-135-300-MPa/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
lics/Couplings--Nipples/series-218-100-MPa/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screw-to-Connect-Couplings--Nipples/series-230-DN10/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screw-to-Connect-Couplings--Nipples/series-230-DN63/

시리즈 115
100MPa
페이지: 17

시리즈 115 
플랫 페이스 80MPa

페이지: 18 페이지: 19

시리즈 115
고유량 80MPa

페이지: 20

시리즈 116
150MPa

페이지: 21

시리즈 116
150MPa

페이지: 22

시리즈 116
T-커넥션 150MPa

페이지: 23

시리즈 117
100MPa

페이지: 24

시리즈 125
200MPa

페이지: 25

시리즈 125
250MPa

페이지: 26

시리즈 135
300MPa

페이지: 27

시리즈 218
100MPa

페이지: 29

시리즈 230
DN 6.3

페이지: 29

시리즈 230
DN 10

CEJN 초고압QR 코드

나사 연결부

카플링 및 니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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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Hose/Hose-180-MPa-DN-5/

http://www.cejn.com/markets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Accessories/Pressure-gauges/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Hose/Hose-70-MPa-DN-6/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Hose/Hose-70-MPa-DN-10/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Hose/Hose-72-MPa-DN-6/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Hose/Hose-250-MPa-DN-5/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Hose/Hose-100-MPa-DN-6/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Hose/Hose-300-MPa-DN-4/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Accessories/Adapters/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Accessories/seals/

http://www.cejn.com/Products/High-Pressure-Hydraulics/
Accessories/Porting-Blocks/

페이지: 31

호스
70MPa(DN 6)

페이지: 31

호스
70MPa(DN 10)

페이지: 32

호스
72MPa(DN 6)

페이지: 33

호스
100MPa(DN 6)

CEJN 초고압 QR 코드

페이지: 33

호스
180MPa(DN 5)

페이지: 34

호스
250MPa(DN 5)

페이지: 34

호스
300MPa(DN 4)

페이지: 35

어댑터

페이지: 38

씰
최대 150MPa

페이지: 39

포팅 블록
300MPa

페이지: 40

압력 게이지
최대 200MPa

액세서리

호스

아래의 QR 코드를 이용하여 추
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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