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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363C

QJ364C

QJ365C

QJ364C

QJ365C

QJ363C

QJ363C-500-1-NYB QJ363C-500-2-NYB 3

QJ363C-750-1-NYB QJ363C-750-2-NYB 3

QJ363C-1000-1-NYB QJ363C-1000-2-NYB 3

QJ364C-500-1-NYB QJ364C-500-2-NYB 4

QJ364C-750-1-NYB QJ364C-750-2-NYB 4

QJ364C-1000-1-NYB QJ364C-1000-2-NYB 4

QJ365C-500-1-NYB QJ365C-500-2-NYB 5

QJ365C-750-1-NYB QJ365C-750-2-NYB 5

QJ365C-1000-1-NYB QJ365C-1000-2-NYB 5

건식 붐용 노즐 바디 QJ360C 
시리즈  
n 스프레이 팁을 쉽게 교체하고 붐을 신속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 위치 3/4/5개 중 
선택 가능

n 각 스프레이 위치 사이의 차단이 견고함
n 부채꼴 팬 스프레이 팁을 사용한 자동 스프레이 

시스템 정렬
n 최대 작동 압력: 300 PSI(20 bar)
n 1/2”, 3/4” 또는 1”의 단일 또는 이중 호스 섕크 

선택 가능
n 적하방지 차단 기능이 있는 ChemSaver®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포함 .  
표준 다이어프램: 10 PSI(0 .7 bar)에서 개방 .  
추가적인 ChemSaver® 21950 시리즈 스프링 
용량은 68페이지 참조

n 표준 EPDM 다이어프램 . Viton® 옵션 선택 가능
n 공기 ChemSaver® 또는 e-ChemSaver® 차단 

밸브 옵션 선택 가능(자세한 정보는 69페이지 
참조)

n 붐 구조물에 높게 장착되어 바디를 최대한 
보호하는 내구성이 뛰어난 설계

건식 붐용 다중 노즐 바디 어셈블리

붐 구성품

ENGLISH

n 유량: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2 .25 GPM(8 .5 l/min),  
10 PSI(0 .69 bar) 압력 강하 시 3 .18 
GPM(12 .0 l/min)

n 상단 클램프에 육각 소켓이 몰딩되어 
있어 평면에 부착 가능 . 5/16” 또는 M8 
볼트 사용

n 힌지식 상부 클램프로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고 일반적인 붐 채널 내부에 적합

부품 번호
스프레이 배출구 개수 적합한 호스 내경

단일 이중

1/2”
3/4”

1”

부품 번호
스프레이 배출구 개수 적합한 호스 내경

단일 이중

1/2”
3/4”

1”

부품 번호
스프레이 배출구 개수 적합한 호스 내경

단일 이중

1/2”
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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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363F QJ364F QJ365F

QJ363F-1000-1-NYB QJ363F-1000-2-NYB 3 + 1

QJ364F-1000-1-NYB QJ364F-1000-2-NYB 4 + 1

QJ365F-1000-1-NYB QJ365F-1000-2-NYB 5 + 1 

특징:
n 스프레이 팁을 쉽게 교체하고 붐을 신속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 위치를 3/4/5
개 중 선택 가능하며 차단 캡이 장착된 단일 
비료 분사용 노즐 배출구

n 각 위치 사이의 차단이 견고함
n 부채꼴 팬 스프레이 패턴을 사용한 자체 

자동 정렬
n 유량: 5 PSI(0 .34 bar)의 압력 강하 시, 터릿 

2 .25 GPM(8 .5 l/min), 비료 배출구 3 .4 
GPM(12 .9 l/min)

n 유량: 10 PSI(0 .69 bar)의 압력 강하 시, 
터릿 3 .18 GPM(12 .0 l/min), 비료 배출구 
4 .8 GPM(18 .2 l/min)

n 최대 압력: 300 PSI(20 bar)
n 1”의 단일 또는 이중 호스 섕크 선택 가능
n 적하방지 차단 기능이 있는 ChemSaver®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포함 .  
표준 다이어프램: 10 PSI(0 .7 bar)에서 개방 . 
추가적인 ChemSaver® 21950 시리즈 
스프링 용량은 68페이지 참조

n Buna 및 EPDM 소재의 표준 O링 및 
다이어프램, Viton® 옵션 선택 가능

n 상단 클램프에 육각 소켓이 몰딩되어 있어 
평면에 부착 가능(건식 붐 클램프 사용 
불가) . 5/16” 또는 M8 볼트 사용 가능

n 공기 ChemSaver® 또는 e-ChemSaver® 
차단 밸브 옵션 선택 가능 
(자세한 정보는 69페이지 참조)

n 힌지식 상부 클램프로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고 일반적인 붐 채널 내부에 적합

붐 구성품

건식 붐용 다중 노즐 바디 어셈블리(비료 배출구 포함)

ENGLISH

부품 번호
스프레이 배출구 개수 적합한 호스 내경

단일 이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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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2-312-375-NYB

22252-312-500-NYB

22252-312-750-NYB

22251-311-375-NYB

22251-311-500-NYB

22251-311-750-NYB

19351-213-406-NYB

19351-213-540-NYB

19351-213-785-NYB

19350-212-406-NYB

19350-212-540-NYB

19350-212-785-NYB

19349-211-406-NYB

19349-211-540-NYB

19349-211-785-NYB

18637-113-406-NYB

18640-113-540-NYB

18721-113-785-NYB

18636-112-406-NYB

18639-112-540-NYB

18720-112-785-NYB

18635-111-406-NYB

18638-111-540-NYB

18719-111-785-NYB

이중 
QJ39685-2-500-NYB

단일 우측  
QJ39685-1R-500-NYB

단일 좌측  
QJ39685-1L-500-NYB

Quick TeeJet® 노즐 바디 
QJ39685 시리즈
특징:
n Quick TeeJet® 캡과 함께 사용
n 내경 1/2” 호스용 이중 또는 단일 

(좌측 또는 우측) 호스 섕크 선택 가능
n TeeJet ChemSaver® 적하방지 차단

n 내부식성 소재
n 최대 작동 압력: 300 PSI(20 bar)

n QJ39684는 황동 너트 대신 나일론 너트 사용
주: 지원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제공합니다 . 
TeeJet® 가변 간격 클램프 AA111-*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7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Quick 
TeeJet® 노즐 어셈블리 QJ300 
시리즈
n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는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
n 내경 3/8”, 1/2”, 3/4” 호스용 단일 또는 이중 

호스 섕크 선택 가능
n TeeJet ChemSaver® 적하방지 차단 . 

10 PSI(0 .7 bar)에서 개방 . 표준 EPDM 
다이어프램, Viton® 옵션 선택 가능

n 최대 작동 압력: 300 PSI(20 bar)
n 유량: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3 .5 GPM(13 .2 l/min), 10 PSI(0 .69 bar)  
압력 강하 시 4 .9 GPM(18 .5 l/min)

QJ300 시리즈는 폴리프로필렌 소재도 선택 가능 
최대 작동 압력: 150 PSI(10 bar)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Quick 
TeeJet® 노즐 어셈블리  
QJ200 시리즈
n 내경 3/8”, 1/2”, 3/4” 호스용 단일, 이중 또는 

삼중 호스 섕크 선택 가능
n TeeJet ChemSaver® 적하방지 차단 . 

10 PSI(0 .7 bar)에서 개방 . 표준 EPDM 
다이어프램, Viton® 옵션 선택 가능

n 최대 작동 압력: 125 PSI(9 bar)
n 유량: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2 .25 GPM(8 .5 l/min), 10 PSI(0 .69 bar) 
압력 강하 시 3 .18 GPM(12 .0 l/min)

Quick TeeJet® 노즐 바디 
QJ100 시리즈
n 내경 3/8”, 1/2” 또는 3/4” 호스용 호스 바브 

크기
n  최대 작동 압력: 125 PSI(9 bar)

주: 가변 간격 클램프는 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Quick TeeJet® 캡은 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건식 붐용 단일 노즐 바디

붐 구성품

ENGLISH

부품 번호 
단일

적합한 호스 
내경

3/8” 
1/2” 
3/4” 

부품 번호 
이중

적합한 호스 
내경

3/8” 
1/2” 
3/4” 

부품 번호 
삼중

적합한 호스 
내경

 3/8” 
1/2” 
3/4” 

부품 번호 
단일

적합한 호스 
내경

3/8” 
1/2” 
3/4” 

부품 번호 
이중

적합한 호스 
내경

3/8” 
1/2” 
3/4” 

부품 번호 
삼중

적합한 호스 
내경

3/8” 
1/2” 
3/4” 

부품 번호 
단일

적합한 호스 
내경

3/8” 
1/2” 
3/4” 

부품 번호 
이중

적합한 호스 
내경

3/8” 
1/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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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363

QC364

QC365

QC363-NYB 3

QC364-NYB 4

QC365-NYB 5

QJ111-1/2

QJ111-3/4

QJ111-1

QJ111-1-1/4

QJ111SQ-3/4 QJ111SQ-3/4-304SS

QJ111SQ-1 QJ111SQ-1-304SS

QJ111SQ-1-1/4 QJ111SQ-1-1/4-304SS

QJ111SQ-1-1/2 QJ111SQ-1-1/2-304SS

QJ111

24230A-1-540-NYB 24230A-2-540-NYB 24230A-3-540-NYB

24230A-1-785-NYB 24230A-2-785-NYB 24230A-3-785-NYB

24230A

QJ111SQQJ111HP

습식 붐용 다중 노즐 바디

붐 구성품

ENGLISH

Quick TeeJet® 노즐 바디 
(캠 레버 커플링 어댑터 포함) 
QC360 시리즈
n 다중 노즐 바디 QJ360C 시리즈와 기능 동일
n 용량이 더 작은 스프레이 팁으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으며 표준 캠 레버 커플링에 
적합한 바디 설계

n 바디를 피팅에 적절히 고정하는 로케이팅 닙

부품 번호 스프레이 배출구 개수

삼중 노즐 바디
n 필드에서 스프레이 팁을 매우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됨
n 스프레이 팁을 쉽게 교체하고 붐을 신속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 위치 3개 제공
n 각 스프레이 위치 사이의 차단이 견고함
n 적하방지 차단 기능이 있는 ChemSaver®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포함 .  
10 PSI(0 .7 bar)에서 개방

n 표준 EPDM 다이어프램 . Viton® 옵션 선택 
가능

n Quick TeeJet® 캡과 함께 사용 가능

n 나일론 바디
n 최대 작동 압력: 125 PSI(9 bar)
n 1/2” 및 3/4”의 단일, 이중 또는 삼중 호스 

섕크 선택 가능
n 유량: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1 .6 GPM(6 .0 l/min), 10 PSI(0 .69 bar)  
압력 강하 시 2 .26 GPM(8 .6 l/min)

부품 번호
적합한 
호스

단일 이중 삼중

1/2”
3/4”

다중 노즐 바디 어셈블리

부품 번호 
(도금 스틸) 적합한 제품

1/2” 파이프(외경 13/16” 및 7/8” 튜브)

3/4” 파이프(외경 1” 및 11/16” 튜브)

1” 파이프(외경 11/8”, 11/4” 및 13/8” 튜브)

1/4” 파이프(외경 19/16” 및 111/16” 튜브)

QJ111HP-3/4 3/4” 파이프(외경 1” 및 111/16” 튜브)

부품 번호
적합한 제품

도금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3/4 제곱인치 튜브

1” 제곱인치 튜브

11/4” 제곱인치 튜브

11/2” 제곱인치 튜브

건식 붐 Quick TeeJet® 바디용 가변 간격 클램프

n 유량: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2 .25 GPM(8 .5 l/min), 10 PSI(0 .69 bar) 
압력 강하 시 3 .18 GPM(12 .0 l/min)

n 3/4” 캠 레버 커플링에 적합한 1 .26”(32 mm) 
직경의 팁 바디



57

QJ363C
QJ363E

QJ365C
QJ365E

QJ364C
QJ364E

QJ364E-20mm-NYB 4

QJ364C-25mm-NYB 4

QJ364C-1/2-NYB 4

QJ364C-3/4-NYB 4

QJ364C-1-NYB 4 

QJ365E-20mm-NYB 5

QJ365C-25mm-NYB 5

QJ365C-1/2-NYB 5

QJ365C-3/4-NYB 5

QJ365C-1-NYB 5

QJ363E-20mm-NYB 3

QJ363C-25mm-NYB 3

QJ363C-1/2-NYB 3

QJ363C-3/4-NYB 3

QJ363C-1-NYB 3

습식 붐용 노즐 바디  
QJ360C 시리즈
n 스프레이 팁을 쉽게 교체하고 붐을 신속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 위치 3/4/5개 중 
선택 가능

n 각 위치 사이의 차단이 견고함
n 부채꼴 팬 스프레이 팁을 사용한 자동 

스프레이 시스템 정렬
n 최대 작동 압력: 300 PSI(20 bar) 
n 25 mm, 1/2”, 3/4” 또는 1”의 파이프 연결부 

선택 가능
n 적하방지 차단 기능이 있는 ChemSaver®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포함 . 
표준 다이어프램: 10 PSI(0 .7 bar)에서 개방 .  
추가적인 ChemSaver® 21950 시리즈 
스프링 용량은 68페이지 참조

n 표준 EPDM 다이어프램 . Viton® 옵션 선택 
가능

n 공기 ChemSaver® 또는 e-ChemSaver® 
차단 밸브 옵션 선택 가능(자세한 정보는  
69페이지 참조)

n 유량: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2 .25 
GPM(8 .5 l/min), 10 PSI(0 .69 bar) 압력 
강하 시 3 .18 GPM(12 .0 l/min)

n 파이프 또는 튜브에 천공한 3/8”(9 .5 mm) 
구멍에 설치 가능

n 상단 클램프에 육각 소켓이 몰딩되어 있어 
평면에 부착 가능 5/16” 또는 M8 볼트 사용

n 힌지식 상부 클램프로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고 일반적인 붐 채널 내부에 적합

습식 붐용 다중 노즐 바디

붐 구성품

ENGLISH

습식 붐용 노즐 바디  
QJ360E 시리즈
n 외경 20 mm 튜브에만 적합
n 유량: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1 .5 GPM(5 .7 l/min), 10 PSI(0 .69 bar)  
압력 강하 시 2 .1 GPM(8 .0 l/min)

n 내부 캐비티 감소로 ChemSaver® 차단 속도 
향상

n 붐 배수 잔여물을 감소시켜 침전물 축적을 
방지하는 노치 인입구 튜브

부품 번호 스프레이 
배출구 개수 클램프 적합 제품

20 mm 튜브

25 mm 튜브

1/2” 파이프

3/4” 파이프

1” 파이프

부품 번호 스프레이 
배출구 개수 클램프 적합 제품

20 mm 튜브

25 mm 튜브

1/2” 파이프

3/4” 파이프

1” 파이프

부품 번호 스프레이 
배출구 개수 클램프 적합 제품

20 mm 튜브

25 mm 튜브

1/2” 파이프

3/4” 파이프

1”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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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364F

QJ363F

QJ365F

QJ363F-1-NYB 3 + 1

QJ364F-1-NYB 4 + 1

QJ365F-1-NYB 5 + 1

24216A
24216A-20mm-NYB
24216A-20mmx7-NYB
24216A-1/2-NYB
24216A-1/2x7-NYB
24216A-1/2M-NYB
24216A-3/4-NYB
24216A-1-NYB

24216A-NYB

특징:
n 스프레이 팁을 쉽게 교체하고 붐을 신속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 위치를 3/4/5
개 중 선택 가능하며 차단 캡이 장착된 단일 
비료 분사용 노즐 배출구

n 각 위치 사이의 차단이 견고함
n 부채꼴 팬 스프레이 패턴을 사용한 자체 자동 

정렬
n 유량: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터릿 

2 .25 GPM(8 .5 l/min), 비료 배출구  
3 .4 GPM(12 .9 l/min)

n 유량: 10 PSI(0 .69 bar) 압력 강하 시 터릿 
3 .18 GPM(12 .0 l/min), 비료 배출구  
4 .8 GPM(18 .2 l/min)

n 최대 압력: 300 PSI(20 bar)
n 파이프 또는 튜브에 3/8”(9 .5 mm) 구멍을 

천공해 1” 파이프 연결 및 설치 가능
n 적하방지 차단 기능이 있는 ChemSaver®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포함 . 표준 다이어프램: 
10 PSI(0 .7 bar)에서 개방 . 추가적인 
ChemSaver® 21950 시리즈 스프링 용량은 
60페이지 참조

n Buna 및 EPDM 소재의 표준 O링 및 
다이어프램, Viton® 옵션 선택 가능

습식 붐용 다중 노즐 바디(비료 배출구 포함)

붐 구성품

ENGLISH

부품 번호 스프레이 배출구 개수 클램프 적합 제품

1” 파이프

1” 파이프

1” 파이프

n 공기 ChemSaver® 또는 e-ChemSaver® 
차단 밸브 옵션 선택 가능 
(자세한 정보는 69페이지 참조)

n 상단 클램프에 육각 소켓이 몰딩되어 있어 
평면에 부착 가능 
5/16” 또는 M8 볼트 사용

n 힌지식 상부 클램프로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고 일반적인 붐 채널 내부에 적합

n 20 mm, 1/2”, 3/4” 또는 1”의 
파이프 또는 같은 크기의 튜브에 
설치 가능

n 스프레이 팁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 위치 3개 제공

n 각 스프레이 위치 간 차단 위치 
제공

n ChemSaver® 적하방지 차단 . 
노즐 10 PSI(0 .7 bar)에서 체크 
밸브 개방

n 표준 EPDM 다이어프램 . Viton® 
옵션 선택 가능

n 최대 작동 압력:  
150 PSI(10 bar)

n 1/2” 및 3/4” 크기: 평면 부착용 
상단 클램프 서브어셈블리의 
설치용 구멍 포함

n 파이프 또는 튜브에 천공한 
3/8”(9 .5 mm) 또는 9/32” 
(7 .0 mm) 구멍에 설치 가능

n 유량: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1 .6 GPM(6 .1 l/min), 
10 PSI(0 .69 bar) 압력 강하 시 
2 .26 GPM(8 .6 l/min) 

부품 번호 클램프 적합 제품 드릴 구멍 크기 상단 클램프 볼트 크기

20 mm 튜브  .375” (9 .5 mm) M8
20 mm 튜브  .280” (7 .0 mm) M8

1/2” 파이프  .375” (9 .5 mm) 1/4”
1/2” 파이프  .280” (7 .0 mm) 1/4”
1/2” 파이프  .375” (9 .5 mm) M8
3/4” 파이프  .375” (9 .5 mm) 1/4”
1” 파이프  .375” (9 .5 mm) N/A

습식 붐용 삼중 노즐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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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383F

CP98488-VI

QJ383F-3/4-NYB 3 + 1

QJ383F-1-NYB 3 + 1

QJ380
QJ383-3/4-NYB 3

QJ383-1-NYB 3

붐 구성품

습식 붐용 다중 노즐 바디

n   액상 비료 등의 고속 대량 도포에 이상적인 
대용량 다중 배출구 노즐 바디

n   스프레이 팁을 쉽게 교체하고 붐을 신속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 위치 3개 제공

n   각 스프레이 위치 사이의 차단이 견고함

n   부채꼴 팬 스프레이 팁을 사용한 자동 
스프레이 시스템 정렬

n   최대 작동 압력: 150 PSI(10 bar)

n   ¾” 또는 1” 파이프 선택 가능

n   파이프 또는 튜브에 3/8”(9 .5 mm) 구멍 천공 
필요

n   적하방지 차단 기능이 있는 고용량 
ChemSaver®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포함 . 
다이어프램: 12 PSI(0 .8 bar)에서 개방

n   표준 QJ380과 기능은 동일하며 바디 하단 
배출구의 유량이 더 높음

n   액상 비료 등 고유량 도포에 사용 가능한 
추가 배출구

n   비료 배출구 유량: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4 .5 GPM(17 .0 l/min)

n   습식 붐 인입구 11/16”(17 .5 mm)에서  
3/8”(9 .5 mm)로 축소

n   노즐 바디  QJ380 시리즈를 타 TeeJet® 
고유량 습식 붐 노즐 바디 대신 사용 가능

고유량 노즐 바디 QJ380 시리즈

고유량 노즐 바디 
(비료 배출구 포함)  
QJ380F 시리즈

고유량 노즐 바디 어댑터 인서트 
CP98488-VI 시리즈

부품 번호 스프레이 배출구 개수 클램프 적합 제품

3/4” 파이프

1” 파이프

부품 번호 스프레이 배출구 개수 클램프 적합 제품

3/4” 파이프

1” 파이프

n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유량  
3 .0 GPM(11 .4 l/min)

n   상단 클램프에 육각 소켓이 몰딩되어 있어 
평면에 부착 가능 . 5/16” 또는 M8 볼트 사용

n   힌지식 상부 클램프로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고 일반적인 붐 채널 내부에 적합

n   나일론 및 아세탈 소재의 Viton® 씰 및 O링



60 붐 구성품

ENGLISH

스택형 노즐 바디 QJS 시리즈

QJS-B3-AAA

QJS-S2-EM

QJS-B3-MAA

노즐 바디 QJS 시리즈는 분무기 및 
스프레이 도포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듈식 설계로 
제작되었습니다 . 
가장 적합한 붐 크기, 인입구 위치, 배출구 
배열, 팁 차단 메커니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n   자체 추진 분무기에 연속적으로 장착하기 

이상적인 다중 배출구 스택형 노즐 바디
n   습식 붐 구성: 하단 또는 측면 인입구에서 

5가지 붐 직경(1/2”, 3/4”, 1”, 20 mm, 25 
mm) 선택 가능 . 건식 붐 버전: 세 가지 
크기(1/2”, 3/4”, 1”) 선택 가능

n   공압식, 전동식, 수동식, 스프링식 체크 
밸브를 비롯한 모든 TeeJet ChemSaver® 
팁 차단 장치 장착 가능

n   1~4개의 배출구를 다양한 구성으로 선택 
가능

n   접액부 소재: 나일론, Viton®
n   최대 작동 압력: 사용 ChemSaver®에 

따라 최대 300 PSI(20 bar)
n   유량 등급: 사용 ChemSaver®에 따라,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최대  
2 .75 gpm(10 .4 l/min), 10 PSI(0 .7 bar) 
압력 강하 시 4 .0 gpm(15 .1 l/min)

n   ChemSaver® 차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69페이지 참조

60 BOOM COMPONENTS

ENGLISH

QJS Series Stackable Nozzle Bodies

QJS-B3-AAA

QJS-B3-MAA

The QJS nozzle body utilizes a modular 
design that allows for highly customized 
solutions to best fit your sprayer and spraying 
application needs. Choose the boom size, inlet 
position, outlet arrangement and tip shutoff 
mechanism that works best.

�   Multiple outlet, stackable nozzle body is 
ideal for mounted, trailed and self-propelled 
sprayers.

�   Wet boom configuration offered with choice 
of bottom or side inlet in five different boom 
diameters (½�, ¾�, 1�, 20mm and 25mm); dry 
boom version also available in three sizes 
(½�, ¾�, 1�).

�   Can be equipped with any combination of 
TeeJet ChemSaver® tip shutoffs including 
pneumatic, electric, manual or spring-loaded 
check valve.

�   Choose from one to four outlets in a variety 
of configurations.

�   Wetted parts are nylon and Viton.

�   Maximum operating pressure of up to 300 
PSI (20 bar) depending on the ChemSaver 
used.

�   Flow rating of up to 2.75 gpm (10.4 l/min) at 
5 PSI (0.34 bar) pressure drop and 4.0 gpm 
(15.1 l/min) at 10 PSI (0.7 bar) pressure drop 
depending on ChemSaver used.

�   See page 69 for additional info on 
ChemSaver shuto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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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S–T4R–750–L–AAAA

61

Q J S – T 4 R – 7 5 0 – L – A A A A

OUTLET CONFIGURATION

S0 Side Inlet, Stacked Bodies, 
Split Eyelet Only

S1 Side Inlet, Stacked Bodies,  
1 Outlet

S2 Side Inlet, Stacked Bodies,  
2 Outlets

B0 Side Inlet, Stacked Bodies, 
Split Eyelet Only with Plug

B1 Bottom Inlet, Stacked 
Bodies, 1 Outlet

B2 Bottom Inlet, Stacked 
Bodies, 2 Outlets

B3 Bottom Inlet, Stacked 
Bodies, 3 Outlets

T3 Bottom Inlet, Parallel Bodies, 
3 Outlets Parallel to Boom

T4
Bottom Inlet, Parallel Bodies, 
4 Outlets Including Outlet 
Below Boom

T4R

Bottom Inlet, Parallel Bodies, 
4 Outlets Parallel to Boom, 
Additional Outlet on  
Right Side

T4L

Bottom Inlet, Parallel Bodies, 
4 Outlets Parallel to Boom, 
Additional Outlet on  
Left Side

PIPE/HOSE SIZE

20 mm 20 mm Tubing

25 mm 25 mm Tubing

½ ½� Pipe

¾ ¾� Pipe

1 1� Pipe

500 ½� Hose Barb

750 ¾� Hose Barb

1000 1� Hose Barb

SHUTOFF TYPE  
FOR EACH POSITION

C Standard ChemSaver®

M Manual ChemSaver

E e-ChemSaver® (12 VDC)*

V e-ChemSaver (24 VDC)*

A Air ChemSaver

Blank No ChemSaver

DRY BOOM ORIENTATION

L Single Hose Barb  
Left Orientation

R Single Hose Barb  
Right Orientation

2 Double Hose Barb 

Blank Wet Boom

BOOM COMPONENTS

Note: First position of e-ChemSaver is location 
nearest to the pipe.

*Preferred position of e-ChemSaver is location
nearest to the pipe.

Note: Hose barb orientation is viewed with split 
eyelet pointing forward.

Note: Outlet orientation is viewed with split eyelet 
pointing forward.

QJS-T4-AAAA

배출구 구성

S0 측면 인입구, 스택형 바디, 
단독 스플릿 아일렛

S1 측면 인입구, 스택형 바디, 
배출구 1개

S2 측면 인입구, 스택형 바디, 
배출구 2개

B0 측면 인입구, 스택형 바디, 단독 
스플릿 아일렛(플러그 포함)

B1 하단 인입구, 스택형 바디, 
배출구 1개

B2 하단 인입구, 스택형 바디, 
배출구 2개

B3 하단 인입구, 스택형 바디, 
배출구 3개

T3 하단 인입구, 평행형 바디, 
붐과 평행한 배출구 3개

T4
하단 인입구, 평행형 바디, 
배출구 4개(붐 하면 배출구 
포함)

T4R
하단 인입구, 평행형 바디, 
붐과 평행한 배출구 4개, 
우측 추가 배출구

T4L
하단 인입구, 평행형 바디, 
붐과 평행한 배출구 4개, 
좌측 추가 배출구

파이프/호스 크기

20 mm 20 mm 튜브

25 mm 25 mm 튜브

1/2 1/2” 파이프

3/4 3/4” 파이프

1 1” 파이프

500 1/2” 호스 바브

750 3/4” 호스 바브

1000 1” 호스 바브

위치별 차단 유형

C 표준 ChemSaver®

M 수동 ChemSaver®

E e-ChemSaver®  
(12 VDC)*

V e-ChemSaver®  
(24 VDC)*

A 공기 ChemSaver®

공란 ChemSaver® 없음

건식 붐 방향

L 단일 호스 바브  
좌측 방향

R 단일 호스 바브  
우측 방향

2 이중 호스 바브 

공란 습식 붐

붐 구성품

주: e-ChemSaver®의 첫 번째 위치는 파이프와 
가장 가까운 자리를 의미합니다 .

* e-ChemSaver®의 추천 위치는 파이프와 가장 
가까운 위치입니다 .

주: 호스 바브 방향은 스플릿 아일렛이 전면을 향한 
상태가 기준입니다.

주: 배출구 방향은 스플릿 아일렛이 전면을 향한 
상태가 기준입니다 .

QJS-S2-EM
QJS-T4-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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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7421-1/2-NYB
QJ7421-3/4-NYB
QJ7421-1-NYB

QJ17560A

QJ22187

QJ7421

QJ17560A-20mm-NYB
QJ17560A-20mmx7-NYB
QJ17560A-25mm-NYB
QJ17560A-1/2-NYB
QJ17560A-1/2x7-NYB
QJ17560A-3/4-NYB
QJ17560A-1-NYB

QJ22187-1/2-NYB
QJ22187-3/4-NYB
QJ22187-1-NYB

습식 붐용 단일 노즐 바디

ENGLISH

붐 구성품

n 1/2”, 3/4” 또는 1”의 파이프 또는 
같은 크기의 튜브에 설치 가능

n 1/2” 및 3/4” 크기 바디의 상단 
클램프 서브어셈블리에 설치용 
구멍이 있어 평면 설치 가능

n 파이프 또는 튜브에 천공한 
3/8”(9 .5 mm) 구멍에 설치 가능

n 최대 작동 압력:  
300 PSI(20 bar)

QJ7421-NYB

n 20 mm, 25 mm, 1/2”, 3/4” 또는 
1”의 파이프 또는 같은 크기의 
튜브에 설치 가능

n ChemSaver® 적하방지 차단 . 
노즐 10 PSI(0 .7 bar)에서 체크 
밸브 개방

n 표준 EPDM 다이어프램 . Viton® 
옵션 선택 가능

n 파이프 또는 튜브에 천공한 
3/8”(9 .5 mm) 또는 9/32” 
(7 .0 mm) 구멍에 설치 가능

n 모든 크기 바디의 상단 클램프 
서브어셈블리에 설치용 구멍이 
있어 평면 설치 가능

n 최대 작동 압력:  
300 PSI(20 bar)

n 유량: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2 .25 GPM(8 .5 l/min), 
10 PSI(0 .69 bar) 압력 강하 시 
3 .18 GPM(12 .0 l/min)

QJ17560A-NYB

n 1/2”, 3/4” 또는 1”의 파이프 또는 
같은 크기의 튜브에 설치 가능

n 1/2” 및 3/4” 크기: 평면 설치용 
클램프 서브어셈블리의 설치용 
구멍 포함

n 평면에 측면으로 장착해 노즐 
바디를 보호 가능

n ChemSaver® 적하방지 차단 . 
노즐 10 PSI(0 .7 bar)에서 체크 
밸브 개방

n 표준 EPDM 다이어프램 . Viton® 
옵션 선택 가능

n 파이프 또는 튜브에 천공한 
3/8”(9 .5 mm) 구멍에 설치 가능

n 최대 작동 압력:  
300 PSI(20 bar)

n 유량: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2 .5 GPM(9 .5 l/min), 
10 PSI(0 .69 bar) 압력 강하 시 
3 .54 GPM(13 .4 l/min)

QJ22187-NYB

부품 번호 클램프 적합 제품 드릴 구멍 크기 상단 클램프 볼트 크기

1/2” 파이프  .375” (9 .5 mm) 1/4”
3/4” 파이프  .375” (9 .5 mm) 1/4”
1” 파이프  .375” (9 .5 mm) 해당 없음

부품 번호 클램프 적합 제품 드릴 구멍 크기 상단 클램프 볼트 크기

20 mm 튜브  .375” (9 .5 mm) 5/16” 또는 M8
20 mm 튜브  .280” (7 .0 mm) 5/16” 또는 M8
25 mm 튜브  .375” (9 .5 mm) 5/16” 또는 M8

1/2” 파이프  .375” (9 .5 mm) 5/16” 또는 M8
1/2” 파이프  .280” (7 .0 mm) 5/16” 또는 M8
3/4” 파이프  .375” (9 .5 mm) 5/16” 또는 M8
1” 파이프  .375” (9 .5 mm) 5/16” 또는 M8

부품 번호 클램프 적합 제품 드릴 구멍 크기 상단 클램프 볼트 크기

1/2” 파이프  .375” (9 .5 mm) 1/4”
3/4” 파이프  .375” (9 .5 mm) 1/4”
1” 파이프  .375” (9 .5 mm)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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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98595

QJ98598

QJ98599

QJ98588

QJ98590
QJ114400

QJ98594
QJ114401

QJ114398
QJ98586

QJ98592

QJ114403

QJ114404
QJ114405

ENGLISH

붐 구성품

n  누수 없이 신속하게 조립하기 용이한 푸시 
투 커넥트 커플러가 특징적인 피팅

n 바디, 직선형 캡, 90º 고정 캡, 90º 
회전이음새 캡 선택 가능

n 플라스틱 및 연질 금속 튜브 사용 가능
n 파종기 및 툴바의 액상 비료 도포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n  최대 작동 압력: 100 PSI(7 bar)
n 캡: CP18999-EPR 개스킷 포함

주문 방법:
모델 번호를 지정합니다 .  

예시: QJ98595-1/4-*

푸시 투 커넥트 캡 & 바디

회전이음새 캡

부품 번호 튜브 크기(OD) 설명

QJ98595-1/4-* 1/4” 직선형 캡 & 바디
QJ114401-5/16-* 5/16” 직선형 캡 & 바디
QJ98594-3/8-* 3/8” 직선형 캡 & 바디
QJ98592-1/4-* 1/4” 바디
QJ114400-5/16-* 5/16” 바디
QJ98590-3/8-* 3/8” 바디
QJ98588-1/4 1/4” 직선형 캡
QJ114398-5/16 5/16” 직선형 캡
QJ98586-3/8 3/8” 직선형 캡
QJ98598-90-1/4 1/4” 90º 고정 캡
QJ98599-90-3/8 3/8” 90º 고정 캡
QJ114403-1/4 1/4” 90º 회전이음새 캡
QJ114404-5/16 5/16” 90º 회전이음새 캡
QJ114405-3/8 3/8” 90º 회전이음새 캡
QJ114430-1/4-* 1/4” 캡리스 바디, PTC 인입 & PTC 배출
QJ114432-5/16-* 5/16” 캡리스 바디, PTC 인입 & PTC 배출
QJ114434-3/8-* 3/8” 캡리스 바디, PTC 인입 & PTC 배출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개방 압력을 지정합니다 .

바디90º 캡

직선형 캡

바디 및 캡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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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CP25611- * -NY 25612- * -NYR

CP25611-9-PP†† 25612-9-PP††

CP25609- * -NY 25610- * -NYR

CP25597- * -NY 25598- * -NYR

CP98578-1-NY† 98579-1-NYR†

CP25595- * -NY 25596- * -NYR

CP25599- * -NY 25600- * -NYR

CP25607- * -NY 25608- * -NYR

CP25607-9-PP†† 25608-9-PP††

CP25607- * -NY —

CP26277-1-NY† 26278-1-NYR†

CP114395-1-NYB† 114396-1-NYR†

TJ60 TwinJet®

AI3070

SJ3 StreamJet® DG TwinJet®

AITXB ConeJet®

TTDG TeeJet® AIXR TeeJet®TTJ60 Turbo TwinJet® OC TeeJet®

AITTJ60 
Turbo TwinJet®

AITXA ConeJet®TK FloodJet® FL FullJet® TX/TXA ConeJet®

TXB ConeJet®

TXR ConeJet®

컬러코드

주문 정보

ENGLISH

흑색 흰색 적색 청색 녹색 황색 갈색 주황색 회색†† 보라색

QUICK TEEJET® 캡
부품 번호

300 PSI(20 bar)이하 압력에서 부채꼴 스프레이 팁과 병용QUICK TEEJET® 
캡 단독

QUICK TEEJET® 캡 & 
시트 개스킷 세트

XR 
(–01 ~ –08)

TP  
표준 
(–0067 ~ –08)

TP 표준 
(–10 ~ –20)

XR 
(–10 ~ –15)

Turbo FloodJet®  
VisiFlo®  
스프레이 팁

TK-VS FloodJet® 
VisiFlo®  
스프레이 팁

TK-VP FloodJet® 
VisiFlo®  
스프레이 팁

로케이팅 
닙

DC 코어 인서트 및 CP4916 유량 
조절기와 함께 사용 
(씰을 코어에 삽입)

114396-1-NYR: 개스킷 및 O링 포함(CP7717-M10 .5x1 .5-VI)

D 디스크 코어

코어

씰
CP18999-EPR 
(EPDM 표준)
CP18999-VI 

(Viton® 옵션)

AI TeeJet® & 
AIUB TeeJet®

Turbo TeeJet® 
Induction

TG 원형 호스 섕크

세라믹 디스크 코어
D 디스크 코어

캡

붐 구성품

TeeJet® 부채꼴 스프레이 팁 (소용량)

TeeJet® 부채꼴 스프레이 팁 (대용량)

TeeJet® 부채꼴 스프레이 팁 (소용량) 
팁은 분사면에 대한 2가지 방향(Quick TeeJet® 캡의 윙에 
평행하거나 수직) 중 선택해 배치 가능

*컬러코드를 지정합니다(표 참조) . 보라색(10)은 CP25611 및 CP25597 나일론 캡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Quick TeeJet® 캡은 흑색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폴리프로필렌 Quick TeeJet® 캡은 회색만 제공되며 150 PSI(10 bar) 등급입니다 . 나일론 캡은 회색으로 제작되지 않습니다 .

(08–15)

(02–06)

AITTJ60 
Turbo TwinJet®

주문 방법: 
캡 & 시트 개스킷 세트는 세트 번호 및 

컬러코드를 지정합니다 .
예시: 25612-3-NYR

캡만 선택할 경우에는 부품 번호와  
컬러코드를 지정합니다 .

예시: CP25597-4-NY

시트 개스킷의 경우에는 부품 번호를 
지정합니다 . 
예시: CP19438-EPR

Quick TeeJet® 
캡 & 시트 개스킷 세트

Quick TeeJet® 캡

시트 
개스킷

CP19438-VI 
(Viton® 옵션)

CP19438-EPR 
(EPDM 표준)

Quick TeeJet® 캡은 노즐 바디의 로케이팅 
장치에 홈이 들어맞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캡은 나일론 소재이며 모든 TeeJet® 스프레이 
팁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작동 압력: 300 PSI(20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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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4676-45-1/4-NYR†

QJ4676-90-1/4-NYR†

QJ4676-1/8-NYR†

QJ(B)4676-1/4-NYR†

19843-NYR†

†해당 Quick TeeJet® 캡은 흑색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NGLISH

붐 구성품

QUICK TEEJET® 캡
부품 번호

300 PSI(20 bar)이하 압력에서 부채꼴 스프레이 팁과 병용QUICK TEEJET® 
캡 & 시트 개스킷 세트

45° Quick TeeJet® 캡(1/4” NPT 암나사형 배출구 장착)

90° Quick TeeJet® 캡(1/4” NPT 암나사형 배출구 장착)

표준 1/8” 및 1/4” 노즐 사용 가능 
노즐에 압력 게이지 설치 시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시트 20055 참조
(B) = BSPT

고속 간격 변경 또는 분사 폭 변경을 위한 노즐 차단 기능

Hardi® 노즐 바디용 캡

캡

급속 정지 노즐 바디 어댑터

CP21399-*-CE 21398H-*-CELR

CP23307-*-CE 23306H-*-CELR

CP58350-*-CE 58348H-*-CELR

TK FloodJet® FL FullJet® TX ConeJet® TG 원형 호스 섕크

DG TeeJet® Turbo TeeJet® TTJ60 Turbo 
TwinJet®

AIXR TeeJet®XR TeeJet® OC TeeJet®TP 표준

(–0067 ~ –08) (–01 ~ –08) (–01 ~ –08)

SJ3 StreamJet® DG TwinJet® AITTJ60 
Turbo TwinJet®TJ60 TwinJet® AI TeeJet® & 

AIUB TeeJet®
Turbo TeeJet® 

Induction 

QUICK TEEJET® 캡
부품 번호

150 PSI(10 bar)이하 압력에서 부채꼴 스프레이 팁과 병용QUICK TEEJET® 
캡 단독

QUICK TEEJET® 
캡 & 시트 개스킷 세트

주: TeeJet® 팁 스트레이너는 CP23308 개스킷 대신 CP26227 개스킷을 사용해야 합니다 . TeeJet®   어댑터에 적합한 Hardi® 55240 시리즈 제품은 6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컬러코드를 지정합니다(표 참조) .

n 인입구 튜브 높이를 증가시켜 스프레이 
붐에 정체된 공기를 배출하는 습식 붐 노즐 
바디용 인입구 확장형 튜브

n  스프레이 팁의 차단 및 시동 시간을 크게 
절감해 도포 정확성 향상

n  다양한 종류의 TeeJet® 습식 붐 노즐 바디에 
설치하기 용이함

n 강도와 내화학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

주문 정보

1 2 3 4 5 6 7 8 9

컬러코드

흑색 흰색 적색 청색 녹색 황색 갈색 주황색 회색††

(02–06)

AITXA ConeJet®

QJ17560A

부품 번호 습식 붐 크기 적합한 TEEJET® 
노즐 바디

CP98583-1-3/4-SS 3/4” 파이프 QJ360C, 
QJ380,  

QJ380F, QJSCP98583-1-1-SS 1” 파이프

CP98583-2-3/4-SS 3/4” 파이프 QJ17560A, 
24216ACP98583-2-1-SS 1” 파이프

CP98583-3-1-SS 1” 파이프 QJ360F QJ36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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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T8360-NYB
QJP19011-NYB

QJ90-2-NYR

QJ90-1-NYR

(B) 22674-1/4-NYB

QJ8355-1/8-NYB

QJ8355-1/4-NYB

QJ8360-NYB

(B)QJ1/4T-NYB

QJT-NYB

QJ(B)1/4TT-NYB

55240-CELR 50854-NYB

QJ(B)8360-NYB

QJT8360-NYB

QJP19011-NYB

QJT8360-NYB,  
QJP19011-NYB, 
QJ8360-NYB
n Quick TeeJet®  

시스템으로 개조
n ChemSaver® 적하방지  

차단 . 노즐 10 PSI(0 .7 bar) 
에서 체크 밸브 개방

n 표준 EPDM 다이어프램 .  
요청 시 Viton® 옵션 선택  
가능

n 최대 작동 압력:  
300 PSI(20 bar)

n 유량: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2 .25 GPM 
(8 .5 l/min), 10 PSI (0 .69 bar) 압력 강하 시  
3 .18 GPM(12 .0 l/min)

22674-1/4-NYB
n 1/4”의 NPT 또는  

BSPT 암나사형  
연결부가 장착된  
Quick TeeJet® 시스템 사용 가능

QJ8355-NYB
n 1/8” 및 1/4” NPT 암나사형  

연결부가 있는 Quick TeeJet®  
시스템 사용 가능

n 측면 설치로 노즐 바디 보호
n ChemSaver® 적하방지 차단 . 

노즐 10 PSI(0 .7 bar)에서 체크  
밸브 개방

n 표준 EPDM 다이어프램 . 요청 시 Viton® 
옵션 선택 가능

n 최대 작동 압력: 300 PSI(20 bar)
n 유량: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2 .25 

GPM(8 .5 l/min), 10 PSI(0 .69 bar) 압력 
강하 시 3 .18 GPM(12 .0 l/min)

QJ90-1-NYR
n 표준 Quick TeeJet®  

바디에 적합
n 강도 및 내구성이  

우수한 나일론 바디  
구조 . EPDM 개스킷  
(Viton® 옵션) 장착

n Quick TeeJet® 캡 및 TeeJet® 스프레이 
팁을 장착 가능한 배출구

n 1개 이상의 배출구 노즐 바디에 TK-VS 
FloodJet® 및 TF-VS 또는 TF-VP Turbo 
FloodJet® 노즐을 설치하는 데 이상적인 
일체형 90° 엘보 . 스프레이 팁의 방향이 
적절해 도포 균일성이 향상됨

n 표준 팁 스트레이너를 사용 가능한 어댑터 
배출구

n 최대 작동 압력: 300 PSI(20 bar)

55240-CELR
n Hardi® 스냅 핏 노즐 바디  

연결이 Quick TeeJet®  
연결으로 변환되어 TeeJet®  
팁의 설치가 용이함 .  
AIC, XRC, SJ7 팁에 특히 유용

n EPDM 개스킷을 사용한 아세탈 구조로 
내구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함

n 표준 팁 스트레이너 사용 가능
n 최대 작동 압력: 150 PSI(10 bar)

어댑터 & 액세서리

붐 구성품

ENGLISH

부품 번호 적합한 제품

1/8” (M)
1/4” (M)

부품 번호 적합한 제품

1/4” (F) 나사

부품 번호 적합한 제품

Quick TeeJet®

부품 번호 적합한 제품

Quick TeeJet®

QJ1/4TT-NYB
n 1/4” NPT 및 BSPT 암나사형  

연결부가 있는 Quick TeeJet®  
시스템 사용 가능

n 최대 작동 압력:  
300 PSI(20 bar)

50854-NYB
n Quick TeeJet® 노즐 바디와  

함께 사용해 바디 길이를 1 인치 
(25 mm) 연장 가능

n 분무기 붐 구조 또는 차폐물 
(특히 트윈 패턴 또는 비료 도포용  
스프레이 팁)로 인한 스프레이 패턴의 
간섭을 제거

n EPDM 개스킷이 장착된 나일론 바디 구조
n 최대 작동 압력: 300 PSI(20 bar)

(B)=BSPT

부품 번호 적합한 제품

1/4” (F) 나사

부품 번호 적합한 제품

Hardi® 스냅 핏

부품 번호 적합한 제품

Quick TeeJet®

(B)=BSPT

(B)=BSPT

부품 번호 적합한 제품

1/4” (F) 나사
11/16”–16 (M) TeeJet® 나사
3/8” (M) BSPP 나사

QJ1/4T-NYB & QJT-NYB
n QJ1/4T-NYB: 1/4”의 NPT 및  

BSPT 수나사형 연결부가  
장착된 Quick TeeJet® 시스템  
사용 가능

n QJT-NYB: 표준 11/16”–16  
TeeJet® 나사 장착  
Quick TeeJet® 시스템 사용 가능

n 최대 작동 압력: 300 PSI(20 bar)

(B)=BSPT

부품 번호 적합한 제품

1/4” (M) 나사
11/16”–16 (M) TeeJet® 나사

QJ90-2-NYR
n 표준 Quick TeeJet®  

바디에 적합
n CP19438-EPR 개스킷 

(포함)이 장착된 나일론  
소재 제품

n 부채꼴 팬 스프레이 팁 사용 시 Quick 
TeeJet® 캡 및 개스킷과 함께 사용해 자동 
정렬 가능

n 배출구 간 각도: 90° . 표준 부채꼴 팬 팁과 
함께 사용 시 도포 범위와 캐노피 침투력이 
향상된 트윈형 스프레이 패턴이 형성됨

n 최대 작동 압력: 300 PSI(20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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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A
황동 소재 . 체크 밸브는 7 PSI(0 .5 bar) 
압력에서 개방됩니다 . 1/4” 및 3/8” NPT(F) 
인입구 연결부 중 선택 . 유량: 5 PSI 압력 강하 
시 4 .5 GPM(0 .34 bar에서 17 l/min) . 전체 길이 
25/8”(67 mm) . 무게: 41/2온스(128 g)

4664B
황동 또는 알루미늄 소재 선택 가능 
(분리형 스테인리스 스틸 밸브 시트 장착) .  
체크 밸브는 7 PSI(0 .5 bar) 압력에서 
개방됩니다 . 1/8” NPT (F) 인입구 연결부 .  
유량: 5 PSI 압력 강하 시 2 .0 GPM(0 .34 bar
에서 7 .5 l/min) . 전체 길이 25/16”(59 mm) . 
무게: 황동 3온스(85 g), 알루미늄 1온스(28 g)

(B)10742A
황동 또는 알루미늄 소재 . 체크 밸브는 7 
PSI(0 .5 bar) 압력에서 개방됩니다 . 1/4” NPT 
(M) 인입구 및 (F) 배출구 연결부 . 전체 길이 
17/16”(37 mm) . 유량: 5 PSI 압력 강하 시 2 .25 
GPM(0 .34 bar에서 8 .5 l/min) . 무게: 황동 21/2

온스(71 g), 알루미늄 2온스(57 g)

6140A
황동 소재 . 체크 밸브는 7 PSI(0 .5 bar) 
압력에서 개방됩니다 . 1/4” 및 3/8” NPT (F) 
인입구 연결부 중 선택 . 배출구 연결부에는 
듀얼 1/2” NPT 외부 (M) 나사와 3/8” NPT 내부 
(F) 나사가 있습니다 . 유량: 5 PSI 압력 강하 시 
4 .5 GPM(0 .34 bar에서 17 l/min) . 전체 길이 
23/8”(61 mm) . 무게: 21/2온스(71 g)

4666B
황동 소재(분리형 스테인리스 스틸 밸브 시트 
장착) . 1/8” NPT (F) 인입구 및 배출구 연결부 . 
유량: 5 PSI 압력 강하 시 2 .0 GPM(0 .34 bar
에서 7 .5 l/min) . 전체 길이 115/16”(49 mm) . 
체크 밸브는 7 PSI(0 .5 bar) 압력에서 
개방됩니다 . 무게: 21/2온스(71 g)

ChemSaver®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노즐 바디
TeeJet®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노즐 바디와 
설계 및 성능이 유사하지만, TeeJet® 캡 & 
스프레이 팁 대신 스프레이 노즐용 파이프 
나사 배출구 연결부가 있는 제품입니다 .  
최대 작동 압력: 125 PSI(9 bar)

오리피스 
디스크 & 코어

스트레이너

밸브 시트

엔드캡 
서브어셈블리

일반적 구성

8360
나일론/폴리프로필렌 엔드캡 어셈블리가 장착된 
나일론 소재 제품 . 체크 밸브는 10 PSI(0 .7 bar) 
압력에서 개방됩니다 . 1/4” NPT (M) 인입구 
연결부 . 유량은 5 PSI 압력 강하 시 2 .25 GPM
입니다(0 .34 bar 시 8 .5 l/min) .  
전체 길이 2”(51 mm) . 무게: 1온스(28 g)

8355
나일론/폴리프로필렌 엔드캡 어셈블리가 
장착된 나일론 소재 제품 . 체크 밸브는 10 
PSI(0 .7 bar) 압력에서 개방됩니다 . 1/8” 또는 
1/4” NPT (F) 인입구 연결부 중 선택 . 1/8” 
유량은 5 PSI 압력 강하 시 3 GPM입니다 
(0 .34 bar 시 11 .4 l/min) . 1/4” 유량은 5 PSI 
압력 강하 시 3 .9 GPM입니다(0 .34 bar 시  
15 l/min) . 전체 길이 23/4”(70 mm) .  
무게: 11/2온스(43 g)

해당 종류의 노즐 바디에서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는 노즐 어셈블리에 
필수적입니다 . 이러한 설계는 볼형 
체크 밸브에서 나타나는 압력 강하를 
방지합니다 . 스프링백 다이어프램은 
안정적인 폐쇄 상태를 보장합니다 . 
이러한 노즐 바디는 본래 공중 분무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현재에는 
적하방치 차단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  
최대 작동 압력: 125 PSI(9 bar)

12328-NYB
Celcon® 보닛이 장착된 나일론 소재 제품 . 
체크 밸브는 7 PSI(0 .5 bar) 압력에서 
개방됩니다 . (M)인입구 연결부 및 (F)배출구 
연결부 . 1/2” 및 3/4” NPT 크기 중 선택 . 
1/2” 유량은 5 PSI 압력 강하 시 12 GPM입니다
(0 .34 bar 시 45 l/min) . 3/4” 유량은 5 PSI 압력 
강하 시 16 GPM입니다(0 .34 bar 시 61 l/min) . 
전체 길이 3”(76 mm) . 무게: 9온스(0 .26 kg)

ChemSaver®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ENGLISH

(B)=BSPT

붐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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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0-2-NY

21950-5-NYB

21950-8-NYB

21950-10-NYB

21950-15-NY

21950-20-NYB

노즐 바디 ChemSaver® 체크 밸브

ENGLISH

CP6227-TEF
다이어프램 

Teflon®(옵션) 
4620 다이어프램과 

함께 사용

CP4620-FA
다이어프램 

Fairprene® 또는 Viton®

9758
엔드캡 

서브어셈블리 황동, 
알루미늄

CP4624
리테이너 황동, 알루미늄

CP56709-EPDM
다이어프램 

EPDM 또는 Viton®

56714-NYB
엔드캡 

서브어셈블리

CP56711-NYB
고정 링

붐 구성품

CP6227-TEF
다이어프램 

Teflon®(옵션) 
21953 다이어프램과 

함께 사용

QJS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후면
(나일론)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후면
(황동)

CP21953-EPR
다이어프램 

EPDM 또는 Viton®

주: 다이어프램의 닙은 
엔드캡 어셈블리의 구멍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

21950-NYB
ChemSaver® 

엔드캡 어셈블리 
나일론/폴리프로필렌

부품 번호 개방 압력 추정치

2 PSI (0 .14 bar)

5 PSI (0 .34 bar)

8 PSI (0 .6 bar)

10 PSI (0 .7 bar)

15 PSI (1 bar)

20 PSI (1 .4 bar)

CHEMSAVER®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분해도

모델 #23770 열 도포 키트 
(스프레이 팁 및 스트레이너 미포함)

특징:
n 볼트를 살짝 헐겁게 하면 분리하지 

않고도 암의 길이 및 각도 조절 가능
n 스테인리스 스틸 암 선택 가능
n 1번째 암을 배치한 각도에 따라 2번째 

암의 각도가 자동으로 설정됨
n 직경 11/2” 이하 원형 붐 또는 사각 

붐에 적합

n 표준 및 Quick TeeJet® 노즐 바디 
포함 키트

n 측면 노즐 바디 회전 가능
n 최대 압력: 125 PSI(9 bar)
n 스프레이 팁 및 스트레이너 미포함

주문 방법:
모델 번호를 지정합니다 . 

예시: 23770-SS

열 도포 키트

조절식 열 도포 키트  23770 시리즈는 작물 열 상단에서 
발아 후 화학물질을 도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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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번호 전압(DC) 적합한 TEEJET® 노즐 바디

55295-1-12 12 QJ17560A, QJ360E, QJ200, QJ300, 24216A,  
24230A, QJ39685, QJ(T)836055295-1-24 24

55295-2-12 12
QJ360C, QJ22187, QJ8355

55295-2-24 24

55295-4-12 12
QJS

55295-4-24 24

55295

55300

69

PART NUMBER VOLTAGE DC FOR USE WITH TEEJET NOZZLE BODY

55295-1-12 12 QJ17560A, QJ360E, QJ200, QJ300, 24216A,  
24230A, QJ39685, QJ(T)836055295-1-24 24

55295-2-12 12
QJ360C, QJ22187, QJ8355

55295-2-24 24

55295-4-12 12
QJS

55295-4-24 24

55300

Nozzle Body ChemSaver® Check Valves

BOOM COMPONENTS

ENGLISH

58140

The 55295 e-ChemSaver is a solenoid 
actuated shutoff compatible with a wide 
range of TeeJet nozzle bodies equipped with 
a diaphragm check valve. It can be used for 
end of boom nozzles as well as individual tip 
shutoff and PWM controls. 
�   Valve is normally closed and opens when 

solenoid is energized.
�   Wetted materials include stainless steel 

and Viton®.
� Use with most diaphragm check valve 

equipped TeeJet nozzle bodies.

� 100 PSI (6.8 bar) maximum spraying pressure 
at minimum voltage (12V or 24V).

� 0.6 GPM (2.27 l/min) at 5 PSI (0.34 bar) 
pressure drop and 0.8 GPM (3.0 l/min) at  
10 PSI (0.7 bar) pressure drop.

� ¼ second response time.

� Offered in 12- or 24-Volt DC version.

� 2-Pin MetriPack connector molded into 
body for a clean, weather-tight electrical 
connection.

55300 ChemSaver Air Shutoff Valve is 
designed as a pneumatic valve for use on 
Quick TeeJet® nozzle assemblies. Air pressure 
is used to open the valve and a spring is used 
to close the valve.
� Wetted materials include polypropylene, 

Kynar® and Viton.

� 45 PSI (3.1 bar) minimum air pressure.

� 150 PSI (1b bar) maximum liquid pressure.

� Air inlet fitting swivels around body and 
accepts 6mm push-to-connect fittings for 
fast installation.

� Valve is normally closed.

� Very low air consumption per cycle reduces 
load on air supply system.

� Use with any application where individual 
shutoff is important such as golf course and 
estate sprayers.

� Fits any Quick TeeJet nozzle body with 
diaphragm check valve.

� With retaining ring in fully open position 
(turn counterclockwise), functions like a 
standard 10 PSI (0.7 bar) diaphragm check 
valve.

� With retaining ring in fully closed position 
(turn clockwise), all flow through nozzle 
body is shut off.

� 150 PSI (10 bar) maximum pressure rating.

� Nylon construction.

How to order:
Specify model number. 
Example: 55295-1-12  –  e-ChemSaver Shutoff

55300  –  Air ChemSaver Shutoff 
58140-NYB  –  Manual ChemSaver Shutoff

55295 e-ChemSaver® Electric Solenoid Shutoff

55300 Air ChemSaver Shutoff

58140 ChemSaver Manual Shutoff

노즐 바디 ChemSaver® 체크 밸브

붐 구성품

ENGLISH

58140

e-ChemSaver® 55295 시리즈는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가 장착되어 있으며 다양한 TeeJet® 
노즐 바디와 호환되는 솔레노이드 작동식 차단 
밸브입니다 . 붐 노즐 말단뿐만 아니라 개별 팁 
차단 및 PWM 제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n   솔레노이드에 전원 공급 시 밸브는 

정상적으로 개폐됨
n   접액부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Viton® 등
n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가 장착된 대부분의 

TeeJet® 노즐 바디와 함께 사용함

n 최소 전압(12V 또는 24V)에서의 최대 분무 
압력: 100 PSI(6 .8 bar)

n 5 PSI(0 .34 bar) 압력 강하 시 0 .6 GPM(2 .27 
l/min), 10 PSI(0 .7 bar) 압력 강하 시 0 .8 
GPM(3 .0 l/min)

n 응답 시간: ¼초
n 12V 또는 24V DC 버전 선택 가능
n 악천후에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연결하도록 

바디에 몰드된 2핀 MetriPack 커넥터

공기 ChemSaver® 차단 밸브 55300 
시리즈는 Quick TeeJet® 노즐 어셈블리용 
공압 밸브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 해당 밸브는 
공압으로 개방되고 스프링으로 폐쇄됩니다 .
n 접액부 소재: 폴리 프로필렌, Kynar®,  

Viton® 등
n 최소 공압: 45 PSI(3 .1 bar)
n 최대 액압: 150 PSI(10 bar)

n 설치가 신속한 6 mm 푸시 투 커넥트 피팅을 
사용하며 바디 주위를 회전하는 공기 인입구 
피팅

n 일반적으로는 폐쇄 상태
n 사이클당 공기 소비량이 매우 낮아 공기 공급 

시스템의 부하 감소

n 골프장 및 토지 분무 등 밸브 개별 차단이 
중요한 모든 분야에서 사용

n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가 장착된 모든 Quick 
TeeJet® 노즐 바디에 적합함

n 고정 링이 완전 개방 상태(시계 반대 
방향 회전)인 경우 표준 10 PSI(0 .7 bar)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와 기능이 동일함

n 고정 링이 완전 폐쇄 상태(시계 방향 회전)
인 경우 노즐 바디를 경유하는 모든 흐름을 
차단함

n 최대 압력 등급: 150 PSI(10 bar)
n 나일론 소재

주문 방법:
모델 번호를 지정합니다 . 
예시:  55295-1-12 – e-ChemSaver® 차단 밸브 

55300 - 공기 ChemSaver® 차단 밸브 
58140-NYB – 수동 ChemSaver® 차단 밸브

e-ChemSaver® 55295 시리즈 전기 솔레노이드 차단 밸브

공기 ChemSaver® 차단 밸브  55300 시리즈

ChemSaver® 수동 차단 밸브 58140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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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0

(B)23220-1/4F x 1/4F

(B)23220-1/8F x 1/8F

(B)23220-1/4M x T

(B)23220-1/4F x T

(B)23220-1/4M x 1/4F

(B)23220-1/4F x 1/4M

B98450–1/4F

세라믹 디스크 및 코어를 사용한  
일반적 구성

* 4514-NY 나일론 슬롯 스트레이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CP20229-NY 개스킷을 사용합니다 .

98453
단일 배출구

98450
이중 배출구

98452
이중 배출구

플러그 밸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팩트한 1/4 
온오프 밸브 . 공기 분사 분무기에 적합한 로우 
프로파일 핸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최대 작동 
압력: 400 PSI(28 bar) . 황동 소재, Celcon® 
손잡이 포함 .

TeeJet® 롤오버는 과수원 및 포도원에 
도포하는 공기 분사 스프레이에 사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이 컴팩트한 롤오버는 
다이어프램 체크 밸브 사용 여부, 배출구 구성(
단일 또는 이중), 다양한 인입구 연결부 크기 및 
나사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TeeJet® 롤오버는 정밀 가공된 황동단조 
구조로, 견고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

n  최대 권장 압력: 750 PSI(52 bar)
n  유량: 10 PSI(0 .69 bar) 압력 강하 시  

1 .6 GPM(6 .1 l/min)
n  차단 위치 2개: 개방 상태에서 90º 회전
n  개방 위치 3개: 수직, 수직 위치에서 +/-15º 

(포지티브 멈춤쇠 포함)
n  표준 팁 고정 캡을 사용 가능한 11/16”-16 

배출구 나사

특수 피팅

ENGLISH

코어 디스크
CP20230 

TeeJet® 캡
4514-

NY 슬롯 
스트레이너*

플러그 밸브 번호 연결부(NPT)

1/4” (F) x 1/4” (F)
1/8” (F) x 1/8” (F)

1/4” (M) x 11/16”–16 (M)
1/4” (F) x 11/16”–16 (M)

1/4” (M) x 1/4” (F)
1/4” (F) x 1/4” (M)

(B)=BSPT

인입구 나사 유형

공란 NPT
B BSPT
S NPS
P BSPP

모델 사양

9845 롤오버

인입구 나사 크기
1/4F 1/4” 암나사
1/4M 1/4” 수나사
3/8M 3/8” 수나사

바디 구성

0 이중 배출구, 체크 밸브 포함
1 단일 배출구, 체크 밸브 포함
2 이중 배출구, 체크 밸브 없음
3 단일 배출구, 체크 밸브 없음

롤오버 부품 번호 샘플:

주: NPS 및 BSPP 버전은 인입구에 
잠금 너트가 포함됩니다 . 주: NPS 또는 BSPP는 1/4F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황동 롤오버 98450 시리즈

98451
단일 배출구

붐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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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353-6-15-NYB

21353-6-24-NYB

B
21354-15-NYB

21354-24-NYB

QJ8600-2-1/4-NYB QJ8600-1/4-NYB

(B)5540-1/4TT 280°(B)5000-1/4T 280°

(B)6240-1/4TT 280° (B)7450-2T 280°4202-2-1/4T 280°

5932-2-1/4T 280°

(B)7620-T 360°

8600-1/4T-NYB 280° 8600-2-1/4T-NYB 280°

주: QJ1/4T-NYB는 호스 드롭에 부착해 Quick TeeJet® 
캡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6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호스 드롭은 표준 및 Quick TeeJet® 노즐 
바디에 연결되며 회전이음새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길이 15”(380 mm) 및 
24”(610 mm)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작동 압력: 125 PSI(9 bar)

회전이음새 노즐 바디
TeeJet® 회전이음새 노즐 바디는 일반적으로 
열 작물 분무용 팁과 함께 사용됩니다 . 
회전이음새 바디는 흔들림과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택한 분무 각도에 로크너트로 
단단히 고정됩니다 . 
최대 사용 압력: 125 PSI(9 bar)

주문 방법:
 예시:   5000-1/4T 황동 NPT
  B5000-1/4T 황동 BSPT

주: 회전이음새에는 팁, 스트레이너 또는 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5932형 
이중 회전이음새 노즐 1/4” 
NPT 암나사형 하단 배출구

5540형
단일 회전이음새 노즐

7620형 컴팩트
단일 회전이음새 노즐

8600-2형 나일론
이중 회전이음새 노즐

8600형 나일론
단일 회전이음새 노즐

7450형 컴팩트
이중 회전이음새 노즐

6240형
이중 회전이음새 노즐

5000형
단일 회전이음새 노즐

4202형
이중 회전이음새 노즐

QJ8600-1/4-NYB
단일 회전이음새 노즐

QJ8600-2-1/4-NYB
이중 회전이음새 노즐

Quick TeeJet®  
회전이음새 노즐 바디
Quick TeeJet® 회전이음새 노즐 바디 어셈블리 
QJ8600 시리즈는 표준 TeeJet® 나사형 
회전이음새와 동일한 수준의 스프레이 팁 조정 
기능과 더불어 Quick TeeJet® 시스템의 고속 
변경 및 자체 정렬 기능도 제공합니다 .

BA

QJ1/4T-NYB

회전이음새 노즐 바디

호스 드롭

ENGLISH

부품 번호 파이프 나사 소재

1/4” NPT (F) 나일론

부품 번호 파이프 나사 소재

1/4” NPT (F) 나일론

부품 번호 인입구 연결부 소재 회전이음새 
아크 범위

1/4” NPT (F) 황동

부품 번호 인입구 연결부 소재 회전이음새 
아크 범위

1/4” NPT (M) 황동

부품 번호 인입구 연결부 소재 회전이음새 
아크 범위

1/4” NPT (F) 황동

부품 번호 인입구 연결부 소재 회전이음새 
아크 범위

1/4” NPT (M) 황동

부품 번호 인입구 연결부 소재 회전이음새  
아크 범위

1/4” NPT (F) 황동

부품 번호 인입구 연결부 소재 회전이음새 
아크 범위

1/4” NPT (F) 황동

부품 번호 인입구 연결부 소재 회전이음새 
아크 범위

1/4” NPT (F) 나일론

부품 번호 인입구 연결부 소재 회전이음새 
아크 범위

1/4” NPT (F) 나일론

부품 번호 인입구 연결부 소재 회전이음새 
아크 범위

1/4” NPT (F) 황동

항목 호스 드롭 번호 길이 인입구 연결부 배출구 연결부 소재

15” (380 mm) Quick TeeJet® 
유형

1/4” NPT (M)

나일론 소재. Quick 
TeeJet® 캡 및 EPDM 

개스킷 포함24” (610 mm)

15” (380 mm) 11/16”–16 
TeeJet® 나사 나일론

24” (610 mm)

붐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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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1B 
8121-NYB 
9191B 
12201-CE

6472B 
8120-NYB 
9192B 
12202-CE

15427
12670

15427-296

12670-406TD

12670-406TD-SS

8124-NYB-406TD

8124-NYB-540TD

6471B-400TD

6471-SS-C400TD

8121-NYB-406TD

8121-NYB-540TD

9191B-531TD

9191-SS-C531TD

12201-CE-785TD

12201-CE-1062TD

6472B-400TD

6472-SS-C400TD

8120-NYB-406TD

8120-NYB-540TD

9192B-531TD

9192-SS-C531TD

12202-CE-785TD

12202-CE-1062TD

25775-1/2T-NYB 
25888-1/2-NYB

25775-3/4T-NYB 
25888-3/4-NYB

25775-1T-NYB 
25888-1-NYB

7421-1/2T

7421-1/2T-SS

7421-1/2T-NYB

7421-3/4T

7421-3/4T-SS

7421-3/4T-NYB

7421-1T

7421-1T-SS

7421-1T-NYB

8124-NYB

12670

이중 호스 연결부단일 호스 연결부

단일 호스  
연결부

삼중 호스 연결부

최대 작동 압력  
125 PSI(9 bar)용
황동, 스테인리스 스틸, 나일론 및  
Celcon®/스테인리스 스틸 호스 섕크 노즐 
바디. 11/16”-16 TeeJet® 나사형 배출구가 
특징입니다.
클램프 어셈블리는 7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주문 방법: 
바디 어셈블리만 주문할 경우에는 호스 섕크 
어셈블리 번호를 지정합니다 .

예시: 12202-CE-1062

25775-NYB
작동 압력:  
최대 150 PSI 
(10 bar)

7421
작동 압력: 
최대 250 
PSI(17 bar)

습식 붐용
n	 1/2”, 3/4” 또는 1”의 파이프 또는 튜브에 설치
n	 25775-NYB: 파이프 또는 튜브에 천공한 

3/8”(9 .5 mm) 구멍에 설치
n	 7421: 파이프 또는 튜브에 천공한 9/32” 

(7 .2 mm) 구멍에 설치
n	 25775-NYB & 7421: 11/16”-16 TeeJet® 

나사형 배출구 포함
n	 25888-NYB: 1/4” (M) NPT 나사형 배출구 

포함

주문 방법: 
스플릿 아일렛 어셈블리 번호를 지정합니다 . 

예시:  7421-1/2T-SS 
25775-1/2T-NYB 
25888-1/2-NYB

스플릿 아일렛 노즐 바디

호스 섕크 노즐 바디

ENGLISH

호스 섕크 바디 
어셈블리 번호 적합한 호스 내경 소재

1/4” 황동
3/8” 나일론
3/8” 스테인리스 스틸

호스 섕크 바디 
어셈블리 번호 적합한 호스 내경 소재

3/8” 나일론
1/2” 나일론

호스 섕크 바디 
어셈블리 번호

적합한 호스 
내경 소재

3/8” 황동
3/8” 스테인리스 스틸
3/8” 나일론
1/2” 나일론
1/2” 황동
1/2” 스테인리스 스틸
3/4” Celcon® 호스 섕크/ 

스테인리스 스틸 
나사형 배출구1”

호스 섕크 바디 
어셈블리 번호

적합한 호스 
내경 소재

3/8” 황동
3/8” 스테인리스 스틸
3/8” 나일론
1/2” 나일론
1/2” 황동
1/2” 스테인리스 스틸
3/4” Celcon® 호스 섕크/ 

스테인리스 스틸 
나사형 배출구1”

스플릿 아일렛 
어셈블리 번호 소재 클램프 적합 제품

나일론
1/2” 파이프 

외경 13/16” 튜브 
외경 7/8” 튜브

나일론
3/4” 파이프 

외경 1” 튜브  
외경 1 1/16” 튜브

나일론
1” 파이프 

외경 11/4” 튜브 
외경 13/8” 튜브 

스플릿 아일렛 
어셈블리 번호 바디 소재 클램프 적합 제품

황동 1/2” 파이프 
외경 13/16” 튜브  
외경 7/8” 튜브

스테인리스 스틸

나일론

황동 3/4” 파이프 
외경 1” 튜브 

외경 11/16” 튜브
스테인리스 스틸

나일론

황동 1” 파이프 
외경 11/4” 튜브 
외경 13/8” 튜브 

스테인리스 스틸

나일론

붐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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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111SQ

AA111

CP1325 CP18032A-NYB

CP(B)1335 1/8T
CP(B)1321 1/4T
CP(B)12094-NYB 1/4T-NYB
CP(B)1321-I 1/4T-I
CP(B)1321-SS 1/4T-SS
CP(B)1323 3/8T
CP(B)1339 1/2T
CP3817 3/4T
CP3817-SS 3/4T

CP(B)1336 1/8TT
CP(B)1322 1/4TT
CP(B)8028-NYB 1/4TT-NYB
CP(B)1322-I 1/4TT-I
CP(B)1322-SS 1/4TT-SS
CP(B)1324 3/8TT
CP(B)1340 1/2TT
CP(B)3818 3/4TT
CP(B)3818-SS 3/4TT

(B)22669-1/4-PPB

CP1325
CP8027-NYB
CP8027-1-NYB
CP1325-AL
CP1325-SS
CP18032A-NYB
CP3819
CP3819-SS
CP20230

+

+

+

+

AA111SQ-1

AA111SQ-1-1/4

AA111SQ-1-1/2

AA111-1/2

AA111-3/4

AA111-1

AA111-1-1/4

45° 노즐 바디
FullJet®, FloodJet®, Turbo FloodJet® 
노즐과 함께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 
Quick TeeJet® QJ4676 시리즈 캡 또는 
표준 4676 배출구 어댑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폴리프로필렌 소재

TeeJet® 노즐 캡
호환되는 TeeJet® 팁을 다양한 노즐 바디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 
18032A-NYB 윙 TeeJet® 캡을 사용하면 스프레이 팁이 도구 없이 
신속하게 교체됩니다 .

TeeJet® 체크 밸브 11750 시리즈
스트레이너가 필요하지 않은 대용량 TeeJet® 노즐용 제품 . 
볼 체크는 5 PSI(0 .34 bar)에서 개방되며 10 PSI(0 .7 
bar) 스프링도 사용 가능합니다 . 권장 유량은 0 .4~1 .5 
GPM(1 .5~5 .7 l/min)입니다 . 스테인리스 스틸, 황동, 
알루미늄, 폴리프로필렌 소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볼 &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표준 부품

CP1325 TeeJet® 캡

스프레이 팁

5053 스트레이너

T형 또는 TT형 노즐 
바디

TeeJet® 
스프레이 노즐

클램프 어셈블리
호스 섕크 노즐 몸체와 함께 
사용하는 상하부 클램프 및 
볼트로 구성됩니다 .

주문 방법:
부품 번호를 지정합니다 . 

예시: (B)22669-1/4-PPB

TeeJet® 노즐 바디
TT형
수나사형 인입구 NPT 
또는 BSPT 연결부

(B) = BSPT

(B) = BSPT

(B) = BSPT
T형
암나사형 인입구 NPT 또는 
BSPT 연결부

노즐 부품

ENGLISH

옵션: 팁 개스킷 
CP5871-BU

TEEJET® 캡 번호 설명

황동
나일론
나일론 (초장 사이즈)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윙 캡, 나일론
황동. 3/4T 및 3/4TT 바디와 함께 사용
스테인리스 스틸. 3/4T 및 3/4TT 바디와 함께 사용
황동. 세라믹 디스크 코어와 함께 사용

TEEJET® 바디 번호 인입구 배출구

1/4” (M) 11/16”–16 (M)

TEEJET® 바디 번호 적합한 TEEJET® 
노즐 유형 암나사 크기 소재

1/8” 황동
1/4” 황동
1/4” 나일론
1/4” 스틸
1/4” 스테인리스 스틸
3/8” 황동
1/2” 황동
3/4” 황동
3/4” 스테인리스 스틸

TEEJET® 바디 번호 적합한 TEEJET® 
노즐 유형 수나사 크기 소재

1/8” 황동
1/4” 황동
1/4” 나일론
1/4” 스틸
1/4” 스테인리스 스틸
3/8” 황동
1/2” 황동
3/4” 황동
3/4” 스테인리스 스틸

부품 번호 클램프 적합 제품

1 제곱인치 튜브

11/4 제곱인치 튜브

11/2 제곱인치 튜브

부품 번호 클램프 적합 제품

1/2” 파이프(외경 13/16” 및 7/8” 튜브)

3/4” 파이프(외경 1” 및 11/16” 튜브) 

1” 파이프(외경 11/8”, 11/4”, 및 13/8” 튜브) 

11/4” 파이프(외경 19/16” 및 111/16” 튜브)

붐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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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 4251

13434 
13437

CP4928 CP6250 6406

8400
 6053 
6100 
10123-281

13435 
13438

13436 
13439

(B)8400-1/4-PPB

8400-3/8-NYB

8400-1/2-NYB

8400-3/4-NYB

(B)4676-*

4676-NYB-*

(B)4676-SS-*

8400-1/4-300-NYB

8400-1/4-406-NYB

8400-1/4-535-NYB

8400-3/8-406-NYB

8400-3/8-535-NYB

8400-1/2-406-NYB

8400-1/2-535-NYB

8400-3/4-535-NYB

8400-3/4-660-NYB

8400-3/4-785-NYB

6053-400

6100-675

6100-800

10123-1/4-281

13435-406-NYB

13438-540-NYB

13436-406-NYB

13439-540-NYB

13434-406-NYB

13437-540-NYB

번호 나사 소재

1/4” NPT 폴리프로필렌

3/8” NPT 나일론

1/2” NPT 나일론

3/4” NPT 나일론

8400-406-NYB 3/8” 나일론
8400-500-NYB 1/2” 나일론
4251-250 1/4” 황동
4251-250-SS 1/4” 스테인리스 스틸
4251-312 5/16” 황동
4251-312-SS 5/16” 스테인리스 스틸
4251-400 3/8” 황동
4251-400-SS 3/8” 스테인리스 스틸
4251-437 7/16” 황동
4251-437-SS 7/16” 스테인리스 스틸
4251-500 1/2” 황동
4251-500-SS 1/2” 스테인리스 스틸

붐 구성품

TeeJet® 호스 섕크
노즐 바디에 호스를  
부착합니다 . 모든 종류의  
표준 TeeJet® 노즐 캡에  
스프레이 팁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251형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선택  
가능합니다 . 8400형은  
나일론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플러그 팁
플러그 팁 CP3942 시리즈를 선택한 노즐에 
스프레이 팁 대신 장착하면 노즐을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 붐에 설치된 노즐의 간격을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재질: 황동,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주문 방법:
부품 번호 및 소재를 지정합니다 . 

예시: CP3942-SS

파이프 플러그

주문 방법:
부품 번호를 지정합니다. 

예시: 8400-3/8-NYB 나일론

노즐 부품

TeeJet® 배출구 피팅
해당 피팅은 스프레이 팁을 대체하며, 드롭 
파이프를 노즐 바디에 부착하거나 GunJet®  
스프레이 건 AA23 및 AA31 시리즈 및 트리거 
밸브에 익스텐션을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
어댑터  CP4928 시리즈 — 황동,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 길이 1” . 1/8” NPT 
암나사형 인입구 연결부
어댑터 CP6250 시리즈 — 황동 또는 스틸 . 
길이 9/16” . 1/8” NPT 암나사형 인입구 연결부
어댑터 6406 시리즈 — 황동, 알루미늄 또는 
스틸 . 길이 15/16” . 1/8” NPT 수나사형 인입구 
연결부
주문 방법:
부품 번호 및 소재를 지정합니다 . 

예시: CP4928 황동

*배출구 연결부를 지정합니다 .

주문 방법:
어댑터 번호 및 소재를 지정합니다 .
 예시: (B)4676-SS-1/4 스테인리스 스틸

TeeJet®    
배출구 어댑터 4676 시리즈
다양한 GunJet® 스프레이 건, 차단 밸브, TeeJet® 
노즐 바디의 배출구에 적합합니다 . 
TeeJet® 캡 CP1325시리즈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호스 드롭을 노즐에 부착하거나 스프레이 건에 
확장 장치를 부착하는 데 사용됩니다 .

(B) = BSPT

(B) = BSPT

주문 방법:  
 커넥터 번호 및 소재를 지정합니다 . 
    예시: 6053-400 황동

호스 섕크 어댑터

주문 방법:
섕크 번호 및 소재를 지정합니다 . 

예시: 4251-250 황동

ENGLISH

번호 나사 소재

1/4” NPT 폴리프로필렌

3/8” NPT 나일론

1/2” NPT 나일론

3/4” NPT 나일론
어댑터 번호 배출구 연결 소재 NPT (F)

황동
1/8”  1/4”  3/8”  

1/2”  3/4”

나일론 1/8”  1/4”

스테인리스 스틸
1/8”  1/4”  3/8”  

1/2”  3/4”

커넥터 번호
나사형 
NPT 

연결부
(수)

호스 내경 소재

1/4” 1/4” 나일론
1/4” 3/8” 나일론
1/4” 1/2” 나일론
3/8” 3/8” 나일론
3/8” 1/2” 나일론
1/2” 3/8” 나일론
1/2” 1/2” 나일론
3/4” 1/2” 나일론
3/4” 5/8” 나일론
3/4” 3/4” 나일론

8400-T-406-NYB 
TeeJet® 바디(호스 
섕크 연결부 포함)

TeeJet® 
캡에 적합

3/8” 나일론

커넥터 번호
나사형 
NPT 

연결부
(수)

호스 내경 소재

1/4” 3/8” 황동
3/4” 5/8” 황동
3/4” 3/4” 황동
1/4” 1/4” 황동

커넥터 번호
나사형 
NPT 

연결부
호스 내경 소재

1/4” (F) 3/8” 나일론

1/4” (F) 1/2” 나일론

커넥터 번호
나사형 
NPT 

연결부
호스 내경 소재

1/4” (F) 3/8” 나일론

1/4” (F) 1/2” 나일론

커넥터 번호
나사형 
NPT 

연결부
호스 내경 소재

1/4” (F) 3/8” 나일론

1/4” (F) 1/2” 나일론

호스 섕크 번호 호스 내경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