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EATHERS

EX 시리즈
대규모/대용량 오일탱크에 적합하도록 공기 흐름이 크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 밸브가 내장된 제습형 브리더

APPLICATIONS

• Storage Tanks

• Wind Turbines

• Large Gearboxes

• Remot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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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EX 시리즈 브리더

적용분야

• 풍력발전
• 대용량 유류 저장고
• 시멘트, 펄프 & 제지
• 항공 & 선박
• 철강 & 석유화학

How It Works:

젖은 오염된 공기가 장치를 통해  유입되면 여러 개의 3미크
론 폴리에스테르 필터 요소가 고체 미립자를 제거하고, 실리
카 겔이 수분을 추출합니다. 

오일 탱크에서 공기가 배출되면, 상단 폼  패드와 오일 미스트
가 실리카 겔에 접촉하거나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합니다.

또한, 브리더는 탄력성이 뛰어난 나이론 재질의 스탠드 파이
프와 폴리프로필렌 오일 미스트 리듀셔가 정착되어 있어, 미
스트가 실리카 겔에 도달하기 전에 오일 미스트를 응집시키고, 
탱크로 떨어지게 합니다. 

6개의 고 품질의 우산 모양의 체크밸브는 브리더 하단에 위치하
고 있어, 물이 떨어지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밸브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브리더를 격리하여, 오랫동안 사용
할 수게 완벽하게 보호 합니다.

By the Numbers:

1. 6개의 체크 밸브
막히거나 붙지 않는 고 품질의 우산 모양의 체크밸브는 브리더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물이 떨어지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밸브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브리더를
격리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게 완벽하게 보호 합니다.

2. 일체형 나일론 스탠드파이프
브리더 내부 일체용 스탠드파이프는 뛰어난 내 진성과 충격을
분산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호합니다. 또한 브리더 내부 전체 공기
흐름을 균일하게 하여, 불 균일한 제습제 포화를 방지 합니다.

3. Honeycomb(벌집) 기술의 오일 미스트 리듀서
오일 미스트 리듀서는 스탠드파이프 내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최대한 화학물질에 적합하도록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실제 벌집과 같이 복잡하게 설계되어, 미스트가 실리카 겔에
도달하기 전에, 내부에서 오일 미스트가 서로 응집하여 다시
탱크로 떨어지게 합니다. 

4. 복원성이 뛰어난 폴리카보네이트 몸체
충격/햇빛에 강하고, 투명한 케이스를 통한 내부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유지 관리에 매우 편리하다.

5. 1차 필터 엘레멘트
폴리에스테르 필터 엘레멘트는 공기중의 3㎛ 이상의 오염물질을
모두 제거합니다. 독특한 루프를 통해 시스템이 호흡 중, 오염물질을
방출하여, 브리더 수명 증가에 돔을 줍니다.

6. 폼 패드
폼 패드 필터는 오일 미스트를 흡수하고 유입되는 공기가 필터
엘레멘트 및 건조 영역으로 고르게 분산하게 합니다.

7. 수증기 흡착제
실리카 겔은 유입되는 공기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고, 자체 중량의
40%까지 수분을 흡수 합니다. 실리카 겔 색상이 파란색에서 연한
분홍색으로 변화면, 브리더를 교체 합니다.

8. 2차 필터 엘레멘트
제습제 먼지의 이동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합니다.

9.  설치
내구성과안정성이뛰어난  몸체내부나사산은여러어댑터중하나와함께
사용할수있습니다.

Honeycomb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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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Sizing Recommendations:재질 & 구성요소:

필터 몸체: 폴리우레타 & 폴리에스테르
흡수제: 실리카 겔
기타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나일론, 폴리프로필
렌, PVC, Buna-N, 실리콘 & EPDM

필터 효율:
(3m absolute (ß3³200)

사용 온도 범위:
-20˚F to 200˚F
-29˚C to 93˚C

적용 가능한 탱크:
모든 기어 오일
유압 작동유
광유 & 합성유

사용 불가 탱크:
황화수소 황산
고 알칼리성 세정제

외형 치수:

Size Maximum Water Retention

DC-EX-1 7.7fl. oz./228ml

DC-EX-2 14.1fl. oz./417ml

DC-EX-3 20.5fl. oz./606ml

DC-EX-4 27.0fl. oz./798ml

Model Max. Airflow  
at 1psid

Recommended Max. Volume

Gearbox/ 
Storage Tank

Hydraulic  
Reservoir

DC-EX-1 27cfm/765lpm 400gal/1514L 100gal/379L

DC-EX-2 26cfm/736lpm 600gal/2271L 200gal/757L

DC-EX-3 25cfm/708lpm 800gal/3028L 300gal/1136L

DC-EX-4 24cfm/680lpm 1000gal/3785L 400gal/1514L

Model Connection lbs of 
Desiccant

Shipping Weight  
(unit/case)

DC-EX-1 1"
Female  
(FNPT)

1.2lb/0.54kg 3lbs/18lbs 
1.36kg/8.16
kg

DC-EX-2 1"
Female  
(FNPT)

2.2lb/1.0kg 4.1lbs/26lbs 
1.86kg/11.79
kg

DC-EX-3 1"
Female  
(FNPT)

3.2lb/1.45kg 5.5lbs/33lbs 
2.49kg/14.97k
g

DC-EX-4 1"
Female  
(FNPT)

4.2lb/1.91kg 6.5lbs/40lbs 
2.95kg/18.14
kg

Breathers Height (A)

DC-EX-1 4.7in/119mm

DC-EX-2 6.4in/163mm

DC-EX-3 8.2in/208mm

DC-EX-4 10.0in/254mm

5.665in

143.88mm

A

.380in 

9.66mm
1" FNPT

Airflow:

Flowrate (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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