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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설립 

미국 플로리다 

화학 

 

 

Leak Stop, Lubricants,  

U/V Dyes, Fl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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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DISTRIBUTION & SUPPORT 



구  분 #28320 #28337 #28399 #43378 

모 델 
 

용 량 28.5g (aerosol type) 85.5g (aerosol type) 60ml (syringe type) 237ml  

규 격 
~1.5ton 까지 적용 
~7.5Hp 까지 적용 

1.5ton ~ 6ton 까지 적용 
7.5Hp ~ 28Hp 까지 적용  

~6ton까지 적용 
 

Leak stop 리필용 액체 
 



항   목 내   용 비   고 

성    분 •  Leak stop(polima+solvent) + 형광염료 • 혼합형으로 구성 

특    성 

•  ISO 9001 인증 제품으로 10년간 세계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음 

•  환경 친화적인 물질로 구성 (유색, 무취) 

•  형광염료가 첨가된 혼합 물질로 누설되는(금속  및 고무) 부위를  찾아주고 영구 봉인함 

•  공기와 수분에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봉인된 부위가 부식이 발생되지 않음 

•  시스템 내에 잔류하므로 추가 누설부위를 영구 봉인함 

•  냉매 주입량의 월 30% 정도 미세 누설되는 부위를 leak stop 이 찾아내어 영구 봉인함 

•  주입 후 시스템 가동 45분 경과 후 누설부위가 영구 봉인됨 

• Intertek Test 

Report 첨부 

• 인증서 첨부 

• UV 랜턴으로 누설 

    및 봉인 부위 확인 

• HCFC R22 

• HFC Free 

• R600a 

사용방법 
• Aerosol 일체형으로 구성 (체크밸브 사용)  

• 자체 압력으로 주입 가능 
• PSI 140 

예상효과 

•  예방보전 및 A/S 비용 절감 극대화 

•  가동률 향상에 따른 에너지 절약 기대 

•  보전 활동에 따른 Man hour 절감 및 보전비용 절감 



# 28320 : 냉매 1,500g이하 & 냉동류 300ml 이하 (냉동/냉장/에어컨시스템) 7.5Hp 까지 적용 

# 28337 : 냉매 1,500g이상 & 냉동류 300ml 이상 (냉동/냉장/에어컨시스템) 7.5~28Hp 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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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뚜껑을 개봉한다    2. 주입호스를 저압 및 실외기  
      차지니뿔에 연결한다. 

   3. 그림과 같이 눌러서 주입한다 



* 취급 및 보관 방법  

1.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 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 

3. 작업 시 금연 및 보안경, 마스크 착용할 것. 

4. 폐기시 소각하지 말 것. 

5. 사용 후 뚜껑을 닫아서 보관할 것.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1. 일반적인 방법 – 이 제품물질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 주변에 가까이 하지 말 것. 

2. 가스 흡입 시 방법 – 입에 닿아서 이상한 몸의 반응이 올 경우 즉각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3.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4. 피부에 닿았을 시 방법 - 옷을 벗고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접촉 부위를 닦아낼 것. 

5. 눈에 들어갈 시 방법 – 충분히 흐르는 물로 씻어낼 것. 눈을 깜박이고 충혈이 될 시 전문가 상담을 취할 것. 

6. 음용 시 방법 – 입을 헹구어낼 것, 무리한 구토하지 말고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Test Report 

미국 냉동공조 ASARAE 97기준에 따른 #28320과 R 410A-Emkarate 32-3MAF POE, R 22-Suniso 

3GS mineral oil 에 대한 화학 반응 결과에 대한 평가서이다.  

냉매 시스템 내 사용에 대한 물질들의 화학적 반응의 안정성을 증명해준다. 

#28320과 냉매시스템 메탈 혹은 윤활유에 대한 영향은 없다. 

1. 검사 품목 : Supercool Leak Stop #28320 

2. 검사 기관 : Intertek   

3. 적용 냉매 : HCFC-R 22, HFC-R 410 

4. 시험 및 검사내용 : 시스템 내 반응검사 



수퍼쿨의 모든 제품은 뷰로베리타스 ISO9001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BEUREAU VERITAS 
ISO 9001 



T h a n k  y o 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