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 유량 노즐
DIFFUSERS WITH FIXED FLOW RATE

 유량 선택식 노즐
DIFFUSERS WITH SELECTABLE FLOW RATE

 자동조절식 노즐
DIFFUSERS WITH AUTOREGULATION

 스테인리스 강 재질 노즐
DIFFUSERS I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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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INGS

워터노즐
DIFFUSERS

STORZ NST GFR DSP BARCELONAMACHINO GOST INSTANTANEOUS

직사, 순간 분사 및 방사 양극산화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헤드 링으로 흐름 선택
Straight stream, attack spray and wide angle spray. In anodised 
aluminium or stainless steel. Stream selection by head ring.

POKINOR 3000 노즐 
DIFFUSER POKINOR 3000

TURBOKADO 3000 노즐 
DIFFUSER TURBOKADOR 3000

AUTOKADOR 5000 노즐 
DIFFUSER AUTOKADOR 5000

POKATAK 2000-3000 노즐 
DIFFUSER POKATAK 2000-3000

DEBIKADOR 6000 노즐 
DIFFUSER DEBIKADOR 6000

MAGIKADOR 750 노즐 
DIFFUSER MAGIKADOR 750

MAGIKADOR 3000 노즐 
DIFFUSER MAGIKADOR 3000

TORNADOMATIC 3000 노즐 
DIFFUSER TORNADOMATIC 3000

DEBIKA-INOX 3000 노즐 
DIFFUSER DEBIKA-INOX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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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고정 유량 750 lpm 사용 용이, 초소형, 경량
Diffuser with fixed flow rate 750 lpm. Easy to use, ultra compact, light.

FROGGY
이동식 방수총
PORTABLE MONITORS

 중량: 6 kg  / Weight: 6 kg
 인입부: 돌출 2’’1/2 BSP / Inlet: male 2’’1/2 BSP
 Ø 수로: 40 mm / Ø waterway: 40 mm
 공칭 압력: PN16 / Nominal pressure: PN16
 재질: 알루미늄 합금 / Material: aluminium alloy
 밸브 형식: 볼 밸브 / Valve type: ball-valve
 조작: 레버식 / Operation: by lever
 수평 운동: -26°부터  +26°까지 / Horizontal movement: from -26° to +26°

 수평 조절: 볼식 / Horizontal adjustment: by ball
 수직 운동: +24°부터 +76°까지 / Vertical movement: from +24° to +76°

 수직 조절: 볼식 / Vertical adjustment: by ball
 안전성: 다리 고정, 앵커 끈, 차단

Safety: locking of the legs, anchoring strap, shutoff
 운반용 손잡이: 있음 / Carrying handle: YES

 접이식 다리: 있음 / Foldable legs: YES
 선택사양: 유출부 장비, 인입부 커플링, 보관 브래킷

Options: outlet equipment, inlet couplings, storage bracket

노즐 5000 lpm. 수평 운동 360°,
수동 휠에 의한 수직 조절, 최대 유량 5000 lpm.
Diffuser 5000 lpm. Horizontal movement 360°,

vertical adjustment by handwheel, maximum flow rate 5000 lpm.

MINOTOR 5000
고정식 방수총
FIXED MONITORS

Ø 수로: 100 mm / Ø waterway: 100 mm 
공칭 압력: PN16 / Nominal pressure: PN16 

재질: 알루미늄 합금 / Material: aluminium alloy 
표면 처리: 폴리에스터 코팅 / Surface treatment: polyester coating 

수평 운동: 360° / Horizontal movement: 360° 
수평 조절: 수동 휠식 / Horizontal adjustment: by handwheel 

수직 운동: +30°부터 +75°까지 / Vertical movement: from +30° to +75° 
수직 조절: 수동 휠식 / Vertical adjustment: by handwheel 

안전성: 수동 휠로 30°에 고정 가능한 수직 조절, 수평 조절 고정 손잡이 
Safety: vertical adjustment lockable at 30° by handle, horizontal adjustment locking knobs
선택사양: 유출부 장비, 인입부 커플링 / Options: Outlet equipment, inlet coup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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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부: 돌출 2’’1/2 BSP/ Inlet: male 2’’1/2 BSP 
Ø 수로: 80 mm / Ø waterway: 80 mm 

공칭 압력: PN16 / Nominal pressure: PN16 
재질: 알루미늄 합금 / Material: aluminium alloy 

표면 처리: 폴리에스터 코팅 및 양극 산화처리  
Surface treatment: polyester coating and hard anodisation

밸브 형식: 볼 밸브 / Valve type: ball-valve 
조작: 레버식 / Operation: by lever 

수평 운동: -22.5°부터  +22.5°까지 / Horizontal movement: from -22,5° to + 
22,5° 

밸브에 의한 자동 스위핑의 수평 조절 
Horizontal adjustment of automatic sweeping by valve

수직 운동: +25°부터 +85°까지 / Vertical movement: from +25° to +85° 
수직 조절: 손잡이식 / Vertical adjustment: by handle 

안전성: 미끄럼 방지, 노킹 방지, 다리 고정, 앵커 끈, 차단   
Safety: anti-sliding, anti-knocking, anti-lifting, locking of the legs, anchoring strap, shutoff

운반용 손잡이: 있음 / Carrying handle: YES 
접이식 다리: 있음 / Foldable legs: YES 

선택사양: 인입부 커플링, 유출부 장비, 인입부 샴  
Options: Inlet coupling, outlet equipment, inlet siamese

노즐, 자동조절식 유량 2000 lpm
10kg 미만, 최대 4000 lpm, 리프팅 방지 

안전성, 자동 스위핑
Diffuser with autoregulated flow rate 2000 lpm. 

Less than 10kg, up to 4000 lpm, safety anti-lifting, 
automatic sweeping.

MONTMIRAIL
이동식 방수총

 PORTABLE MON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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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압력 손실  (bar)
Mini. pressure loss (bar)

최대 압력 손실  (bar)
Maxi. pressure loss (bar)

 Ø 수로: 80 mm / Ø waterway: 80 mm
 공칭 압력: PN16 / Nominal pressure: PN16
 재질: 스테인리스강 / Material: stainless steel
 수평 운동: 360° / Horizontal movement: 360°
 수평 조절: 조작 손잡이식 / Horizontal adjustment: by operating handle
 수직 운동: -60°부터 +80°까지  / Vertical movement: from -60° to +80°
 수직 조절: 조작 손잡이식 / Vertical adjustment: by operating handle
 선택사양: 유출부 장비 / Options: outlet equipment

노즐3000 lpm. 전체 스테인리스 강 재질, 해양 
환경 및 야외용
Diffuser 3000 lpm. Entirely made in stainless steel, for 
marine environment and outdoor use.

MERCATOR 3000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식 방수총

FIXED MONITORS I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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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5000 lpm. 휴대용 모니터, 고 유량, 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이용 가능, 수평 운동 360°.
Diffuser 5000 lpm. Portable monitor with high flow rate, can be 
used as fixed or portable, horizontal movement 360°.

LMP 100
이동식 방수총
PORTABLE MONITORS

 인입부: 돌출 4’’ BSP / Inlet: male 4’’ BSP
 Ø 수로: 80 mm / Ø waterway: 80 mm
 공칭 압력: PN16 / Nominal pressure: PN16

 재질: 알루미늄 합금 / Material: aluminium alloy
 표면 처리: 폴리에스터 코팅 / Surface treatment: polyester coating

 수평 운동: -153°부터  +101°까지 / Horizontal movement: from -153° to +101°
 수평 조절: 수동 휠 또는 손잡이식 / Horizontal adjustment: by handwheel or handle

 수직 운동: +0°부터 +85°까지 / Vertical movement: from +0° to +85°
 수직 조절: 수동 휠식 / Vertical adjustment: by handwheel

 안전성: 핀으로 30°에 고정 가능한 수직 조절,
수평 조절용 고정 손잡이, 다리 고정, 앵커 끈

Safety: vertical adjustment lockable at 30° by pin, locking knob for horizontal adjustment, locking of the 
legs, anchoring strap

 운반용 손잡이: 있음 / Carrying handle: YES
 접이식 다리: 있음 / Foldable legs: YES

 선택사양: 유출부 장비, 인입부 커플링, 보관 브래킷
Options: outlet equipment, inlet couplings, storage bracket

 인입부: 돌출 4’’ BSP / Inlet: male 4’’ BSP
 Ø 수로: 100 mm / Ø waterway: 100 mm
 공칭 압력: PN16 / Nominal pressure: PN16
 재질: 알루미늄 합금 / Material: aluminium alloy
 표면 처리: 폴리에스터 코팅 / Surface treatment: polyester coating
 수평 운동: 360° / Horizontal movement: 360°
 수평 조절: 수동 휠식 / Horizontal adjustment: by handwheel

 수직 운동: +30°부터 +85°까지 / Vertical movement: from +30° to +85°
 수직 조절: 수동 휠식 / Vertical adjustment: by handwheel

 안전성: 고정 장치로 30°에 고정 가능한 수직 조절, 수평 조절용 고정 손잡이, 다리 
고정, 앵커 끈

Safety: vertical adjustment lockable at 30° by stop, locking of the legs, anchoring strap
 운반용 손잡이: 있음 / Carrying handle: YES

 접이식 다리: 있음 / Foldable legs: YES
 선택사양: 유출부 장비, 인입부 커플링

Options: outlet equipment, inlet couplings

노즐, 가변 유량 3000 lpm 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이용 가능, 튼튼함, 통합 압력계, 자동 플러쉬
Diffuser with variable flow rate 3000 lpm. Can be used as fixed 
or portable, robust, integrated pressure gauge, automatic flush.

LMP 80
이동식 방수총
PORTABLE MONITORS

노즐 Turbokador 3000 lpm. 사용 용이, 핀으로 고정 가능, 360° 
수평 운동, 크래들이나 사다리 위에 사용 가능

Diffuser Turbokador 3000 lpm. Easy to use, lockable by pin, horizontal 
movement on 360°, can be used on a cradle or on a ladder.

노즐, 고정 유량 3000 lpm 수동 휠에 의한 수직 조절, 클랩-클랩 
브래킷 장착, 수레로 운반

Diffuser with fixed flow rate 3000 lpm. Vertical adjustment by 
handwheel, equipped with klap-klap bracket, transport on trolley.

PRIMATOR 3000
고정식 방수총

FIXED MONITORS

AZIMUTOR 3000
고정식 방수총

 FIXED MONITORS

Ø 수로: 100 mm / Ø waterway: 100 mm 
공칭 압력: PN16 / Nominal pressure: PN16 

재질: 알루미늄 합금 / Material: aluminium alloy 
표면 처리: 폴리에스터 코팅 / Surface treatment: polyester coating 

수평 운동: 360° 이상  / Horizontal movement: over 360° 
수평 조절: 수동 휠식 / Horizontal adjustment: by handwheel 

수직 운동: -70°부터 +85°까지 / Vertical movement: from -70° to +85° 
수직 조절: 손잡이식 / Vertical adjustment: by handle 

안전성: 핀으로 30°에 고정 가능한 수직 조절, 손잡이로 고정 가능한 수평 조절 
Safety: vertical adjustment lockable by pin, horizontal adjustment lockable by knob

선택사양: 유출부 장비, 인입부 커플링, 바닥, 사다리 부착 
Options: outlet equipment, inlet couplings, base, ladder attachment

Ø 수로: 80 mm / Ø waterway: 80 mm 
공칭 압력: PN16 / Nominal pressure: PN16 

재질: 알루미늄 합금 / Material: aluminium alloy 
표면 처리: 폴리에스터 코팅 / Surface treatment: polyester coating 

수평 운동: 360° 이상 / Horizontal movement: over 360° 
수평 조절: 손잡이식 / Horizontal adjustment: by handle 

수직 운동: +30°부터 +80°까지 / Vertical movement: from +30° to +80° 
수직 조절: 수동 휠식 / Vertical adjustment: by handwheel 

안전성: 핀으로 30°에 고정 가능한 수직 조절, 수직 및 수평 조절 
고정 손잡이 

Safety: vertical adjustment lockable at 30° by pin, vertical and horizontal 
adjustment locking knobs

운반용 손잡이: 있음 / Carrying handle: YES 
선택사양: 유출부 장비, 인입부 커플링  

Options: outlet equipment, inlet coupl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