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VE & FITTINGS

특징

NEW

가스누설점검액으로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의 누설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튜브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의 검사가 편리하도록 길이가
연장됩니다.
수직면에서의 사용 및 미세한 누설도 기포작용이 발생하여 누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사용, 무독성, 불연성, 부식성이 없습니다.
검사 후 얼룩 없이 깨끗하게 증발합니다.
주요성분 : Distilled water, glycerine and others
사용온도 : -2℃ to 93℃ (27℉ to 200℉)

사용안내
M-SLD-02
튜브 끝을 시험하고자 하는 연결부에 위치
시킵니다.
S-detec 용기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손으로
눌러 용액을 연결부에 도포합니다.
시험부위에서 누설이 발생하면 거품이 형성
됩니다.

Ordering Information
주문번호

용량

튜브길이

M-SLD-01

3.8 L (1 gal)

-

M-SLD-02

240 mL (8 oz)

30 cm (12 inch)

제품비교

M-SLD-01

M-SLD-02

경고
에스디텍 가스누설점검액은 외부 표면에만 사용 하십시오.

Detergent
부식이 발생하지 않음

부식 발생

얼룩이 남지 않음

얼룩이 남음

Headquarter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TEL : +82-51-899-6733
FAX : +82-51-899-6789
E-mail : sales@ehansun.co.kr
overseas@ehansun.co.kr

www.slok.co.kr
www.slok.co.kr

VALVE & FITTINGS

Liquid Gas Leak Detectors

Feature

NEW

liquid gas leak detectors detect gas leaks
in hard-to-reach areas.
Flexible tube extends for hard-to-reach areas.
Detects even on very small leaks and vertical surfaces.
Easy to use, non-toxic, non-corrisive, non-fammable and
free of chlorine.
liquid evaporates cleanly after testing.
Composition : Distilled water, glycerine and others
Temperature range : -2℃ to 93℃ (27℉ to 200℉)

Instructions
M-SLD-02
Hold S-detec tube end at a
pressurized connection.
Squeeze upright bottle to apply
a stream of S-detec liquid leak
detector. Seek for bubbles which
indicates leakage.

Ordering Information
Ordering
Number

Container
Size

Flexible Tube
Length

M-SLD-01

3.8 L (1 gal)

-

M-SLD-02

240 mL (8 oz)

30 cm (12 inch)

Product comparison

M-SLD-01

M-SLD-02

Warning
Use S-detec liquid gas leak detectors only on external surfaces.

Headquarter
Detergent
Non-corrosive

Corrosion

Dry clean without stains.

Stains and clots are formed.

27 Noksansandan 361-ro,
Gangseo-gu Busan, 46754, Rep. of KOREA
TEL : +82-51-899-6733
FAX : +82-51-899-6789
E-mail : sales@ehansun.co.kr
overseas@ehansun.co.kr

www.slok.co.kr
www.slo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