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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 전기실, 발전기실, 통신무인기지국등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되어 비전도성 소화약제가 필요한곳 설치.

박물관, 도서관, 운전실등 소화약제로 인한 2차 손실이 우려되는곳 설치.

고가의 반도체 설비/장비가 설치되었거나, 사람이 상주 할수 없는 장소 및 초기 화재 대응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 가능.

화재 표시 및 동작 표시부는 아이콘 형태로 점등하므로 시인성 확보 및 관리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감지기 작동 및 수동기동 신호를 수신하여 경보 및 화재 표시 및 기본적인 기능 포함. (도어열림,일시정지 기능 포함)

화재발생시 감지기A, 감지기B, 수동기동, 가스방출, 설비연동(A/B접점)에 대한 무전압이보접점 연동 기능을 포함합니다.

감지기 입력 회로는 A&B교차 회로로 구성되며, 1개회로의 오동작으로 인한 가스방출을 방지하며, 오동작 방지기능(45sec)을 내장.

수동기동 스위치는 오조작으로 인한 가스방출 및 오경보를 대비하여 이중으로 보호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동작시 메모리 저장됩니다.

감지기 A,B 종단저항은 10K(ohm) 사용하며, 단선시험은 선로 상시 감시회로를 적용하여“단선시험”스위치는 미포함해서 설계.

경보 및 설비 정지 스위치 개별 주의등을 적용하고, 스위치 BEEP 음이 출력되도록 구성.

외부에서 입력 받는 신호는 절연된 회로로 구성하며, 외부 노이즈 및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회로 구성.

회로 구성은 반도체 제어 및 리레이 구성으로 안정된 시스템 구현.

예비전원 시험시 예비전원 상태 전압을 표시 가능하도록 하며, 예비전원 스위치를 2초이상 누르면 전압이 표시됩니다.

예비전원은 Ni-Cd DC24V/600mAh 를 사용하며, 예비전원 상태에 따라서 DC24V , DC20V 표시 가능하며,  공급전원이
DC18V 이하 일경우 예비전원 감시 램프가 점등. (인가전원이 85% 이하이면(20.4V) 전압지시 20V 램프가 점등 된다.)

상용전원(AC220V) 차단시 자동으로 예비전원 전환되고 전원 복귀시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 전원이 공급됩니다.

4) 동작상태 표시 및 수동기동부

5) 제품 설치 장소

2. 형식승인번호 및 모델번호

[ 방호체적(㎥)은 방호구역 주위 온도를 20℃ 기준해서 산출 / 최대설치높이 3.7M ]

No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검정품)

형   식 (AC220V,DC24V) TYPE 형식승인번호 모델번호방호체적(㎥) 비   고

HFC-23 30Kg

HFC-23 43Kg

HFC-23 50Kg

HFC-23 86Kg

HFC-23 100Kg

HFC-23 150Kg

HFC-125  50Kg

HFC-125  100Kg

HFC-125  150Kg

HFC-227ea  50Kg

HFC-227ea  75Kg

HFC-227ea  100Kg

HFC-227ea  150Kg

HCFC-BLEND A 50Kg

HCFC-BLEND A 100Kg

이산화탄소  45Kg

이산화탄소  9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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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19-18

50.2

71.9

83.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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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서

품질보증서 

제품명 

구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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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품은 국가검정(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받은 제품임니다.

* (주)동신소방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실시 합니다.

* 반드시 전문설비 업체에서 설치를 하여야만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의 부품 보유년한은 5년 임니다.

부료서비스 

유료서비스 

제품 구임 1 년(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이 고장난 경우 
부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 기간이 경과된 제품.

• 소비자의 취급 부주위 또는 임의로 수리, 개조하여 고장 발생시.

• 전기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 발생시.

• 천재지변 (화재,수해등)에 의한 고장 발생시.

• 소모성 부품(밧데리)의 수명이 다한경우.

DONGSHIN (주)등언2.방 

www.dsfire.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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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치수 : 175(W)x185(H)x68(D)

⊙ 공급전원 : DC24V

⊙ 감시/동작전류 : 15mA/50mA

⊙ 설치장소 : 실내용으로 설치

⊙ 재질 : ABS난연 & 압연 강판 1.0t

⊙ 도어 열림시 : 부저경보 출력

⊙ 외형치수 : 175(W)x185(H)x68(D)

⊙ 공급전원 : DC24V

⊙ 감시/동작전류 : 15mA/50mA

⊙ 설치장소 : 실내용으로 설치

⊙ 재질 : ABS난연 & 압연 강판 1.0t

⊙ 도어 열림시 : 부저경보 출력

일반형 [DMB-1A]











설비용자재(2)

솔레노이드밸브(Solenoid Valve) 압력스위치(Pressure Switch) 선택밸브(Selection Valve)

⊙ 외형치수: 67(W)x62(H)X28(D)

⊙ 색    상 : 흑색

⊙ 정격전압: DC24V/3A

⊙ 외형치수: 133(W)x89(H)x41(D)

⊙ 색    상 : 황색 (무게1.5Kg)

⊙ 정격전압: DC24V/1.5A

수신기에서 소화약제 방출 조건일때 출력전압으로
 솔레노이드밸브를 작동시켜 소화약제를 방출시킨다.

소화약제 방출시 가스압력으로 작동해서 수신기
(제어반)으로 동작신호를 전달한다.(+24V)

⊙ UNION TYPE: 20A,25A,32A,40A

⊙ FLANG TYPE: 50A,65A,80A,100A,

                       125A,150A

다수의 방호구역을 방호하는 시스템에서 원하는
방호구역에만 약제가 방출하도록 유도한다

체크밸브(Check Valve) 안전밸브(Safety Valve) 릴리프밸브(Relief Valve)

⊙ 규격 : 20A

⊙ 작동압력 : 17 ~ 20MPa

⊙ 규격 : 6A , 20A

⊙ 내압시험압력 : 95 kg/㎠

⊙ 기밀시험압력 : 57 kg/㎠ 

⊙ 규격 : 6A

⊙ 작동압력 : 0.5 kg/㎠

기동용기에서 방출된 기동가스의 역류를 방지 및
용기밸브의 작동 수량을 조절할때 사용한다.

집합관내에 일시적인 과압이 발생할 경우 작동되어
집합관의 파손을 방지한다.

기동용기에서 지속적 누설된 가스로 인한 동관내
압력이 작동압력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소화약제 저장용기(Cylinder) 후렉시블(Flexible) 방출노즐(Discharge Nozzle)

    [10초 방출용]

⊙F-VALVE : 40A

⊙색상/내용적 : 회색,68L

    [30초 방출용]

⊙F-VALVE : 15A

⊙색상/내용적 : 청색,68L
⊙ 종류 : 하향형,측벽형,혼형

⊙ 규격 : 20A,25A,32A,40A

      [40A-10초 방출]

⊙ 길이/내경 : 600mm / 40A

⊙ 규격 : 2 1/4”12UNx52

      [15A-30초 방출]

⊙ 길이/내경 : 430mm / 15A

⊙ 규격 : M32xM30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KS규격에
의한 합격된 용기을 설치 가능합니다.

소화약제저장용기 밸브와 집합관을
 연결하고 소화약제 방출을 유도한다.

소화약제를 방호구역 전역에 신속하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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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재 | 설비용자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