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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읍 월암로 170번길 55

가스자동소화장치 제품사양서

가스자동소화장치(Gas-Type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
1) 제품개요 및 기본사양
가스자동소화장치는 수변전설비용 전기 판넬 내부, 또는 화재감지가 취약한 소형, 밀폐된 공간 및 화재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류의 국소지점
에 화재 발생시 이를 초기에 진압하여 화재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가스자동소화장치”에 적용한다. 가스소화 방식으로 소화
력이 우수하며, 소화 후 잔여물이 남지 않으므로 전기판넬 및 고가장비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품 명

가스자동소화장치

입력전원

AC220V, 60Hz

작동장치(SV)

DC24V, MAX 1.5A

예비전원

Ni-Cd Battery DC24V/300mAh

재질/색상

일반압연강판1.2t, 적색

형식승인번호

소공 14-26-2 (2018.06.12)

약제방사시간

38초

소화약재

HFC-227ea

설계방호체적

A급:5.63㎥ , B급:5.63㎥

방호면적

2.25㎡

약제용량

4.0Kg

사용온도

-20℃ ~ 40℃

외부기기

감지기(A/B) , 설비연동기기(무전압이보접점)

형 식

감지기형(연기), 유리벌브형68℃, HFC-227ea, 4Kg, N2축압식, 철제, 소화등급(A급:4등급,B급:4등급,C급적용), 최대설치높이:2.5m

주의! 이 자동소화장치는 설치높이(2.5m) 및 설계체적(A급:5.63㎥ , B급:5.63㎥ )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가스자동소화장치 주요기능

1.동작방식

1.
2.
3.
4.

동작방식 : [전기적소화] 전기적인 DC24V 작동방식 , [기계적소화] 유리벌브(68℃) 작동에 따른 와이어 기동
소화등급 : A급:4등급 , B급:4등급 , C급:적용
화재표시 : 감지기(연기)동작 신호를 전달받아 화재 표시 및 경보 출력 (광전식감지기,유리벌브 68℃) 적용
화재시 자동소화 방식으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실이나 야간에도 안심 할 수 있다.

2.전원규격

5.
6.
7.
8.

전원 감시 : 교류전원/예비전원 전환시 전압공급 상태표시
예비전원감시 : 축전지 이상 유/무 확인 및 전압 상태에 따른 점등/소등
전원규격 : AC220V / 60Hz (±20%) , 예비전원 : Ni-Cd DC24V/300mAh 사용(예비전원 성능필사용)
오동작방지 및 경보 : 감지기 한개만(A 또는 B) 동작시 45초 후 자동복구되며, 감지기를 수신하여 경보 출력

3.단선감시

9. 감지기 단선기능 : 감지기A,B 선로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하며, 감지기 단선 발생시『단선』램프가 점등된다.
10. 작동장치 단선 : 작동장치 단선시『단선』램프가 점등된다.(작동장치는 안전핀이 포함된 구조로 설계됨)
11. 감지기(A&B) 동작시 방출지연 시간 없이 “즉시” 작동장치가 동작되어 소화약제가 방출된다.
12. 설비연동기능 : 감지기A,B에 대한 무전압 이보점접 출력(부수신기) 및 설비연동

3) 작동장치 동작순서
전기적인 작동방식(DC24V)
전기적 소화

소화약제 방출시간 38초

HFC-227ea
4.0 Kg

가스방출

기계적 소화

유리벌브 감지기에 작동에 따른 와이어 기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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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구성도 및 명칭

방출도관
지시압력계

1

2

1
제어부

68℃
이상시
작 동

유리벌브(온도)

작동장치

약제용기

전원부

2
전원스위치

방출헤드

방사시간:38초

5) 가스자동소화장치 설치방법

1.구성품 확인

1. 기존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수변전설비의 전원공급을 차단한다.(전기담당자)
2. 가스식자동소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주요부품 및 구성품을 확인 한다.
3. 제품 설치 위치 확인 및 배관 작업 경로를 확인 한다.

2.배관작업

4. 판넬 내부에 감지기(연기)를 베이스 고정 후 감지기를 연결한다.(종단저항연결)
5. 소화약제 분사헤드를 중앙부에 설치하고, 배관으로 연결한다.
6. 중앙부 부위에 유리벌브 감지기를 설치하고 와이어를 작동장치와 연결한다.

3.전기배선

7. 구성품을 모드 정위치에 설치 후 전기배선을 한다.
8. 모든 설치 및 결선이 도면과 일치하게 되었는지 확인 한다.
9. 결선 완료 후 작동장치 및 소화기 안전핀을 확인 후 교류전원 스위치를 ON 한다.

4.동작시험

10. 제어부 전면에 교류전원 및 램프 상태를 확인 한다.(램프 단선시 종단저항 재확인 한다.)
11. 작동장치를 시험 할때는 소화약제 분리 후 감지기A,B를 작동 시킨다.
12. 모든 설치 및 시험 완료 후 유지관리 기록표를 작성하여 소화장치에 비치한다.

5.유지보수

13. 예비전원 관리는 3개월에 1회이상 시험하며, 시험시는 작동장치 동작 시험 까지한다 .
14. 예비전원단선 점등시 충전미달 및 48시간 이상 충전 후 사용하십시요.(예비전원은 소모품)
15. 작동 시험시는 소화약제용기 안전핀 확인 및 상황에 따라서는 작동장치를 분리 후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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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작상태 표시부 및 기능

⊙ 전원상태표시 : 교류전원 및 예비전원 공급 상태를 확인 가능(예비전원 단선 및 충전미달시“예비전원감시”점등)
⊙ 화재램프 표시 : 감지기 동작시 화재 램프 점등 및 경보 출력되며 “부저정지”시 경보음이 정지된다.
⊙ 경보음 변경기능 : 감지기 한 개 동작시와 두 개 동작시 경보음 주기를 변경하여 출력하므로 신속히 대처 가능하다.
⊙ 연동접점 : 감지기 A,B , 설비연동1(A,B) , 설비연동2(A) 무전압 이보접점으로 연동출력 사용 가능(설치환경에 따라 사용)
⊙ 가스방출램프 : 작동장치 동작시 가스방출 램프 점등되며, 화재복구시 소등된다.
⊙ 지시압력계 : 소화약제 용기에 부착된 압력게이지는 제품 케이스 일부를 투명 커버로 제작하여, 용기 내부 압력을 상시 확인 가능한 구조
⊙ 화재시 : “연기”에 의한 동작 : 감지기 A&B회로 동작시 경보를 발하고, 즉시 작동장치가 동작하여 소화가스가 방출됩니다.
⊙ 화재시 : “열”에 의한 동작 : 열에 의해 감지부가(유리벌브 68℃) 작동하면 작동장치가 동작하여 기계적으로 소화가스가 방출됩니다.

7) 제품외형 및 최대설치높이

압력계가 녹색 부분을
지시하면 정상입니다.

외형치수 : 500mm x 200mm x 300mm (1.2t)

제품
설치

방호구역
(소공간)
방출헤드

A급

유리벌브(68℃)

5.63㎥

최대설치높이:2.5M

| 소화약제 작동장치 |
MODEL : GAF13-SV
정격전압 : DC24V , MAX1.5A
작동장치 결선

B급

자체검사필

1 공통:갈색 2 확인:녹색 3 기동:청색

제조년월 : 20

.

최대설치높이
2.5M

.

HFC-227ea
5.63㎥

4.0 Kg

C급적용

설계방호체적

소화약제용기

전원:DC24V
작동장치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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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동장치(솔레노이드 밸브)장전 및 안전핀 연결위치

1

안전핀

제품이 설치된 상태에서 좌측으로 강하게 밀면 작동장치가
용기를 제거하고 화살표 방향으로 강하게 밀면 작동장치가 장전된다.

장전되며, 정상적인 제품 운전시에는 안전핀을 제거 하십시요.

2
작동장치에 절대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오작동 될 수 있습니다.

정상

정상적인 운전시는 안전핀 고정홀이 보이면
“정상”입니다.
작동장치 동작 전압은 DC24V / MAX1.5A
정격입니다.

안전핀

안전핀 고정 홀이

보이면 정상적인 상태 입니다.

3
정상설치
안전핀

설치 후 작동장치 및 소화약제
안전핀을 꼭 제거하세요

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운반시는 소화약제 용기를 먼저 분리 후
조작하십시요. 소화약제 무게만 11Kg 이며,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후 작동장치 및 소화약제 안전핀을 꼭 제거하세요

주의! 이 자동소화장치는 설치높이(2.5m) 및 설계체적(A급:5.63㎥ , B급:5.63㎥ )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9) 단자결선도

AC

교류전원입력

-

AC

교류전원입력

FX

설비연동2/A

AC220V
(종단저항)

(종단저항)

감지기연동

설비연동1

제품 외함 접지 하시어
감전사고 예방 하십시요

A접점

FX

설비연동2/A

FB

실비연동1/B

B접점

FA

설비연동1/A

A접점

설비연동1/공통

DLB

연동/감지기B

DLA

연동/감지기A

연동/공통

LCOM

공 통-

GND

LB

감지기B

공 통-

GND

LA

감지기A

FCOM

단자 결선은 분리형 단자로 설계 및 유지보수시 편의성 제공

COM-

접지

설비연동2

감지기 단자 (LA,LB)에는 감지기외 다른 선은 절대 연결하지 마십시요. 오방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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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스자동소화장치 제품설치(3D모델링)

DS-GAF13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화재를 진압 할 경우
일반 화재시, 화재를 감지하여 시스템이 작동 되려면 소공간(패널내부)의 설비 자체는 이미 완전 전소된 후
시스템이 작동되며, 또한 초기 진압이 어려워 2차적 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가스/분말(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가 적용 되어야 함.

도어열림 180。

설치높이:2.5M

A급

4.69㎥

B급

4.33㎥

설계방호체적

본 이미지는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을 가상으로(3D) 설계한 문서이며, 실제와 다소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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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DMB-1A]

⊙ 외형치수 : 175(W)x185(H)x68(D)

⊙ 설치장소 : 실내용으로 설치
설치

⊙ 공급전원 : DC24V

⊙ 재질 : ABS난연 & 압연
압연 강판
강판 1.0t
1.0t

⊙ 감시/동작전류 : 15mA/50mA

⊙ 도어 열림시 : 부저경보
부저경보 출력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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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재 | 설비용자재(2)

설비용자재(2)

솔레노이드밸브(Solenoid Valve)

압력스위치(Pressure Switch)

선택밸브(Selection Valve)

⊙ 외형치수: 133(W)x89(H)x41(D)
⊙ 색 상 : 황색 (무게1.5Kg)
⊙ 정격전압: DC24V/1.5A

⊙ 외형치수: 67(W)x62(H)X28(D)
⊙ 색 상 : 흑색
⊙ 정격전압: DC24V/3A

⊙ UNION TYPE: 20A,25A,32A,40A
⊙ FLANG TYPE: 50A,65A,80A,100A,
125A,150A

수신기에서 소화약제 방출 조건일때 출력전압으로
솔레노이드밸브를 작동시켜 소화약제를 방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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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방호구역을 방호하는 시스템에서 원하는
방호구역에만 약제가 방출하도록 유도한다

안전밸브(Safety Valve)

릴리프밸브(Relief Valve)

⊙ 규격 : 6A , 20A
⊙ 내압시험압력 : 95 kg/㎠
⊙ 기밀시험압력 : 57 kg/㎠

⊙ 규격 : 20A
⊙ 작동압력 : 17 ~ 20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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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밸브(Check Valve)

[10초 방출용]
⊙F-VALVE : 40A
⊙색상/내용적 : 회색,68L

[30초 방출용]
⊙F-VALVE : 15A
⊙색상/내용적 : 청색,68L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KS규격에
의한 합격된 용기을 설치 가능합니다.

[40A-10초 방출]
⊙ 길이/내경 : 600mm / 40A
⊙ 규격 : 2 1/4”12UNx52

[15A-30초 방출]
⊙ 길이/내경 : 430mm / 15A
⊙ 규격 : M32xM30
소화약제저장용기 밸브와 집합관을
연결하고 소화약제 방출을 유도한다.

⊙ 종류 : 하향형,측벽형,혼형
⊙ 규격 : 20A,25A,32A,40A
소화약제를 방호구역 전역에 신속하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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