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계기 각종 전압과 화재감지기 회로도
                   중계기

     COM               IN        입력양단 21V~23V(정상)
28V   IN          통신  #1                 5V(화재감지작동,LED고장작동)
     COM               IN                 26V~28V(종단저항불량이나 선로개방, 수신기고장표기)
28V  OUT               #2                 0V(단락)
     PWR              OUT                그 외 전압은 감지기불량 또는 누전
26V   IN                #1        출력양단 평상시 0V
     PWR         정상 OUT                 작동시 24V(경종,싸이렌,전자변 전원) 
26V  OUT               #2

중계기 어드레스(주소) 설정법(내려있는 스위치의 합계)
     

      1     2     3     4     5     6     7

      1    2    4     8    16   32    64  → No 69번 중계기

  중계기 입력                          종단저항



세이프씨스템 중계기/발신기단자반/전원반 기판단자 자료

중계기 구성

              ◆ 입력 IN의 정상시 DC21~24V                 ◆ 출력 OUT의 정상시 0V
              ◆ 입력 IN의 정상 작동시(감지기) DC4~5V       ◆ 출력 OUT의 정상 출력시 DC27~28V
              ◆ 입력 IN의 단선 또는 종단저항 소손시 DC27~28V 
                                                                전원정상표시

                                                        LD10                      LD11 LD1 LD2 LD3 LD4
                                         RX                                                               출력작동 표시램프

                                         TX                                                               입력작동 표시램프
                                               LD9                       LD5 LD6 LD7 LD8

                                                                                            IN1

                                                                                            IN2            DC24V

                                                                                            IN3

                                          POW                                             IN4

                     DC27~28V           POW                                            GND

                                          GND                                            GND

                                          GND                                           OUT1

                                          TXD                                            OUT2            DC27~28V

                     DC1~3V             TXD                                            OUT3

                                          RXD                                            OUT4

                                          RXD





소방 옥상 방화문 자동개방장치 구성 및 회로

                                                                        방화문
                                                                전기정(스트라이커)

                                                              UTP

                                                             

                                                            평상시 DC12V 인가
                                                          화재신호 및 비밀번호 조작시 전압소거
                          중계기출력                        DC12V DES-301M
                           화재신호    UTP    전기공사
        평상시 0V
    화재신호시 DC24V인가

                                                  AC
                                                       아답터(DC12V 3A)
                                                  DC

                                       자동개방장치콘트롤러
                                            SAC-1000
                                           (주)액션테크
                                          070-7734-4001



관련사진(제조사: 액션테크)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댐퍼 이론

                                                                  

                                                                          평상시 전압
                                                                          
                                                                            
                                            설비전원                        DC26~28V

                                                                     0V
                                                                           21~23V
                                     급기댐퍼기동(출력) 
                                                                                     21~23V
                                     급기댐퍼확인(입력)

                          
                                     댐퍼수동확인(입력)

단자번호 1 2 3 4 5 6

현장표기 +24 -24 기동 확인(-) 확인(+) S/W(-)

수신기표기 등 설비전원 설비전원 급기댐퍼기동 급기댐퍼확인 댐퍼수동확인

입출력구분 발신기내 기판 단자대 중계기 출력 중계기 입력 중계기 입력

평상시 전압 DC26~28V 0V DC21~23V DC21~23V

종단저항 10kΩ

종단저항 10kΩ



관련사진(제조사 : 미도이앤씨)

 

 

 



소방 연동설비 자동폐쇄창호 회로 등 이론

자폐창 커넥터

                                                                               

                           창문형자폐확인(입력)                              DC 26~28V

                                       공통

                                                                       닫힘시 DC 21~23V

              창문형자폐기동(출력)                         개방시 DC 0V

중계기 인출 설비전원(+) 설비전원(-)
중계기IN

(입력)
중계기OUT

(출력)
중계기GND

(공통)

인출선 색상 적색 청색(흑색) 백색/황색 황색/백색 녹색/기타

선번장 등 DC26~28V
창문형 자폐 

확인
창문형 자폐

기동
공통

자폐창 커넥터 적(+) 흑(-) 백(AT1) 녹(RE1) 녹/백(AT2/RE2)

닫힘시 전압 DC 26~28V
DC 21~23V

개방시 전압 DC 26~28V
DC 0V

평상시 DC 26~28V
평상시 DC 0V

수동/
화재연동시

DC 26~28V
수동제어시 DC26~28V

예외 닫힘시 DC 21~23V
개방시 DC 0V

창문형자폐 개방상태를 확인하는 
신호를 중계기 공통과 연결하지 
않고 설비전원(-)과 연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동은 동일함.

자폐창 기판 (+) (-) ST RE1(출력) RE2(공통) AT1(입력) AT2(공통)

커넥터 선색 적 흑 청 녹 녹 백 백



관련 사진(자폐창업체: 한국울트라 산업)

  

 

 

    예외: 전원 (-)를 입력과 종단저항 처리를 하여 
         자폐창 확인으로 사용함.

  



소방 자동폐쇄장치 알아보기

제연설비

제연설비설치 목적 

-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제어하여 피난상의 안전 확보 및 연기에 의한 인명 피해방지

- 소방활동을 위한 시계 확보 및 유독가스 배출

- 공기의 흐름을 조정하여 화재 연소 경로 유도  

 제연설비의 설치장소 

-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이상인 것

   나) 근린 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  

       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 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제곱 미터 이상인 것

   마)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 미터 이상인 것

   바)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 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  

       기의 승강장.  (16층 이상 아파트 / 10층 이상 빌딩 모든 층에 설치)  

자동폐쇄장치의 법적 배경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설비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1A) 

제 4조 (제연방식)

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  

   하지 못하도록 할것

제 6조 (차압등)

① 제4조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 로 하여야 한다.

제 21조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  

       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  

         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KFI 인정제품 사용 의무화) - 2007. 12. 28 개정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급기가압제연설비 

주로 특별피난계단에 시설되는 것으로 각층에 일반실(세대)의 복도로 부터 계단에 이르는 중간

에 전실을 구성하여 화재가 발생한 일반실(세대)보다 전실이 양압(50pa)을 형성하여, 일반실(세

대)에서 전실과 특별 피난계단으로의 연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자동폐쇄장치란? 

-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와 연동하  

  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말한다.

-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은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작동시 급기댐퍼에서 전실로 송풍되는 방연풍  

  속 및 차압을 극복하고 방화문을 폐쇄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방화문 / 자동폐쇄장치 문제점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 부족 

- 현재 자동폐쇄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도어클로저의 폐쇄력은 2kg 이하 → 방화문 닫히지 않음.

- 전실의 급기댐퍼의 설정압력 50pa →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은 5.3kg 이상.

 



 자동폐쇄장치 설치시 평상시 방화문 사용에 어려움 발생 

- 폐쇄력 6kg → 개방력 10kg 필요.

- 평사시 방화문 개방에 어려움 발생 → 입주민 민원발생.

 

 열감지휴즈용 도어클로저나 장애물을 이용한 방화문 개방/고정 

- 열감지형 도어클로저나 도어홀더(말발굽)같은 제품으로 방화문을 개방관리시 화재 시 연기감  

  지신호에 의해 방화문이 폐쇄되지 않음. 

 전실과압방지장치(플랩댐퍼)의 미적용 

- 전실에 자동차압과압조절용급기댐퍼를 적용하고 있지만 송풍기와 급접한 층에서는 댐퍼의   

  누기량으로 거실에서 전실로 피난 시 방화문을 개방할 수 없을 만큼 과압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소화용 펌프에 관련된 이론

소화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때 주펌프와 예비펌프를 정지하여야 하는 이유
소방 충압펌프는 60 LPM입니다. 1분에 60리터 밀어냅니다.

스프링쿨러헤드 1개는 80LPM, 1분에 80리터를 쏫아냅니다.

소화전의 40mm 밸브는 130LPM, 1분에 130리터를 사용합니다.

보통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소방주펌프는 80LPM 스프링쿨러 10개 + 130LPM 소화전 5개

를 기준으로설계되어 있습니다. 80 * 10 + 130 * 5 = 1,450 LPM, 소방 주펌프는 1분에 1,450

리터를 밀어냅니다.

지하주차장 청소할떄 40mm 소화전 1개를 쓰면 1분에 130리터를 쓰는데( 사실 32mm 밸브를 

연결 사용하면 더 적어집니다.) 1,450리터 빼기 130리터하면 1320리터가 남아서 소방 배관 압

력이 상승합니다. (물론 릴리프밸브로 일부 물을 버려서 압력 상승은 일정수준에 한합니다.) 

130리터를 사용하고 나머지 최대 1320리터를 버립니다.

구형 건물에서는 주펌프가 압력이 떨어지면 주펌프 기동, 압력이 올라가 정지, 다시 압력이 떨

어져 기동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터가 기동할때 기동전류는 6배이상의 전류가 발생하

여 코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기동과 정지를 반복할때 소방 주펌프 모터코일이 망가지거나, 

마그네트 코일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방 주펌프가 고장날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 청소등 소화전을 사용할때는 소방 주펌프, 에비펌프를 정지로 놓고 충압펌프 압력

만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물론 어떤분들은 강한 압력을 내기 위하여 주펌프를 수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방펌프는 소방을 위해 서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소화용 주펌프와 예비펌프 자동정지를 없앤 이유1
2008년을 기준으로 화재안전기준에 가압송수장치 자동정지를 하지말라는 기준이 추가됐다. 

이유인즉, 기존처럼 셋팅압력이 되면 자동으로 정지되는 방식의 경우에는 



유사시 소화전을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돼 가압송수장치가 동작하면 셋팅압력에 

자동으로 멈추고 압이 떨어지면 다시 동작하고 셋팅압력에 자동으로 멈추고 하는 과정이 반복

되는걸 방지하고 일정압력을 유지하게 하여 소화작업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화재가 아닌 경우, 충압펌프가 고장난다거나, 압력스위치의 불량으로 인해 주펌프가 먼저동작

한다고 하면, 주펌프가 동작되고 누군가 수동으로 정지시키지 않는한 계속동작을 할텐데...

소규모건물이야 그렇다 쳐도 대규모건물의 경우 주펌프의 용량이 대부분 클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압력으로 인해 배관의 약한부분이 파손될수도 있고 또는 헤드가 밀려 물이 새고 심지어

는 터질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자동정지가 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옥내소화전과 S/P겸용의 펌프를 사용시에 소화전 방수구를 

한곳만 개방하게 된다면 금새 체절압력에 도달하게 되므로(일반적으로 정지점은 체절압력 미만

이므로) 정지가 되고 다시 기동이 되는 단속운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겸용 펌프가 아닐 경우

도 포함)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설계상 법기준 이상의 토출량에 맞춰 설계된 펌프를 사용하는 곳에

서 소화전 방수구 한곳이나 헤드 한두개가 개방된다면(기준 토출량 이하) 기동과 정지를 반복

하는 현상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사실 더 많은 방수구등이 개방되었다해도 어느 정도의 토

출량을 방사하지 않는다면 체절압력에 가까워 집니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소화전을 방사해보면 물이 나왔다 멈췄다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압펌프가 가압해주지 못할 정도의 감압이 생겼다면(충압펌프의 송출유량 이상

의 토출량 발생시) 실제 화재로 보고 주펌프가 기동된 후 연속적인 방사를 하기 위해 자동정지

가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잦은 기동으로 인해 MC나 전동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지점을 없애는 방법이 정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따라 여라가지 임시조

치를 하는 실정인데요..

압력스위치의 정지점을 체절압력이상으로 높여 정지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이 방법을 사용시 

국내 사용되는 압력스위치는 DIFF 간격이 작기때문에 배관상에 평상시 고압이 걸리는 문제점

이 있습니다.)

전기적인 방법으로는 자기유지회로에 타이머를 사용하여 법정 방사시간인 20분이상은 정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위와같이 수동정지의 셋팅을 하기 위해서는 배관상 높은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과압보호조치

가 필요합니다

(시스템릴리프밸브나 감압밸브 설치-큰 비용이 발생함..)

 

기존 펌프(법개정 이전 설치된 곳)의 경우는 정지점을 최대한 체절압력에 근접하게 셋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구요.

(기동점과 정지점의 간격을 넓혀 단속운전 방지-역시 압력스위치 셋팅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법기준에 맞추자면 릴리프 밸브가 개방되어 배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펌



프가 계속 돌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방사량이 어느정도 이상이라면 릴리프밸브의 개방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겠죠)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이라면 수신반에서 금방 제어를 할 수 있지만 상주하지 않는 곳이라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없이는 피해를 볼수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소화용 펌프 압력챔퍼 초기화
각아파트 기계실에 설치되어있는,소화 펌프가 자동으로 동작되기위해서 공기압을 이용하여 보

조펌프,주펌프를 가동시키기위해 압력챔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각 아파트에서 물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재진압시 물을 사용하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면서 

보조펌프(충압펌프)기 작동되며 부족한 물을 채워주기위해 작동되는 공기 압력 챔버입니다. 

탱크의 총 압력은 20kg용 이며(통산 10kg에 세팅을 합니다)릴레이가 3개가 달려있는데, 하나는 

충압펌프,예비펌프, 주펌프 용 입니다.

잦은 사용과 작동으로 인하여 가끔씩 노킹현상이나 헌팅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때에는 안에 공

기가 많이 빠져 릴레이가 오동작을 하기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공기빼는법을 알려드립니다.

 전면에 보이는 앵글밸브는 평소에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공기압이 빠지면 이곳으로 물이 다시 채워집니다. 

1.MCC판넬에 소화전 펌프 스위치를 오토에서 수동으로 놓으신다음.

2.앵글밸브를 잡금니다.

3.탱크하단 드레인 밸브를 열고 물을 뺍니다.

 이때 상단에 있는 압력 게이지를 풀어서 상단으로 공기가 유입되어 물이 잘 빠지도록 합니다.

   안그러면 충분하게 물이 빠지질 않아서 하나마나가 됩니다..."주의"

4.물이 다 빠지면 드레인 밸브를 잠그고 압력 게이지를 다시 조립한다음 앵글밸브를 열어 물을 

탱크 안으로 공급되게 합니다.

  이때 물이 차면서 상단 3/1 까지 상층부에 공기가 차게됩니다.

먼저 충압펌프만을 자동으로 바꾸시면 물이 들어가면서 압력이 부족하므로 모터가 가동이되어 

저수조에 있는 물을 공급하기 시작 합니다.

 다차면 자동으로 펌프가 정지가 됩니다.

5.그 후 주펌프와 예비펌프의 수동으로 놓았던 스위치를 다시 오토로 놓으면 됩니다.

 

소화용 펌프 압력챔퍼 압력스위치 셋팅
압력 챔버는 공기 압력으로 작동이되는데 릴레이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1개는 충압펌프(보조펌프) 2번째는 예비펌프 3번째는 주펌프 입니다.

 세팅 방법은 DIFF 스위치로 압력을 조정 하는데 통상 10kg압력 일때 3kg으로 하면 10-3=7 

이므로



 압력이 7일때 동작되어 10일때 정지되는 것입니다.

작동 순서는 공기압이 빠져나가면 보조(충압펌프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더많이 빠져나가면 예비펌프가 작동되고 나중엔 주펌프가 가동이됩니다.(주펌프가 가동이 않

되길 바라시면 됩니다.)

압력게이지는 통상 11kgf  1mpa 로 세팅되는데 10m 높이의 압력을 1kg의 압력을 받는다고 

가정할때의 예상 수치 입니다.

 아파트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한번 자신의 아파트 기계실에 압력게이지를 보시기 바랍니

다.

소화용 주펌프와 예비펌프 정지 및 자기유지에 대하여

예전에 소방법이 바뀌기 전에는

모든 소화전펌프는 자동(REMOTE)운전 시 PS(압력스위치)에 의해 자동기동/자동정지 시스템이

었는데

2008년 소방법이 바뀌면서 소화수 살수 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펌프와 예비펌프

에 한하여 자동기동/수동정지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는 기동 시는 PS(압력스위치)에 의해 자동기동하지만, 정지 시에는 MCC(LOCAL)이나 화재수

신반(REMOTE)에서 정지스위치로 수동정지 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참고  일단,  펌프가 자동기동을 하면 PS의 압력이 펌프정지점에 다달아도 수동정지 시키기 전 

까지는 펌프가 계속 돌아야 하는데이런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자기유지'라고 일컫는다.

보조(충압)펌프는 충압전용이므로 예전과 같이 PS(압력스위치)에 의해 자동기동/자동정지 시스

템을 고수한다.

아래는 R형수신반의 소화펌프 기동모드 선택 조작부와 상태 표시부이다.

 



 

문제는 수동정지 시스템을 수신반에 두느냐, MCC에 두느냐 하는 것인데

내 개인의 생각으로는 MCC에 두는 것이 훨~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나오는 R형수신반은 주펌프와 예비펌프에 한해 자기유지회로를 내장시킨다.

 

고로 수신반을 뜯어고치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 붙이기가 번거러우니 하는 수 없이 R형수신반

의 자기유지기능을 사용하는 수 밖에 없다(또, 수신기 내부에 별도의 수동정지 출력단자도 없

고 스위치도 없다. 다만 기동S/S를 정지상태로 했을 때 자기유지가 풀리게 되어 있다.)

 

만약, MCC에도 자기유지 기능이 존재하여 수신반과 중복된다면 MCC에서 자기유지회로를 죽

여야 한다.

 

지금부터 '로컬(수동)상태 감시'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만약 MCC(로컬) 쪽에서 S/S(REMOTE)를 로컬 상태로 놓고 수동조작을 한 뒤 까마귀괴기를 

먹은 관계로 로컬상태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면, 

 

자동기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수신반에서 로컬PS로부터 기동신호를 입력받아 

로컬MCC로 펌프기동신호를 송출했을 때 펌프는 기동제어회로가 로컬상태로 되어 있기때문에 

자동기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된다(유사 시에 이런 상황이면 화재진압은 꿈도 꾸지 못한다).



 고로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수신반 측에서 MCC측의 S/S(REMOTE)가 REMOTE상태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 

감시하는 회로가 '로컬(수동)상태 감시'회로이다.

 

S/S(REMOTE)가 REMOTE가 아닌 LOCAL 상태로 되어 있을 때만 수신반으로 경보입력신호를 

보내는데 수신반에서는 MCC로부터 '로컬(수동)상태 감시' 신호를 받을 때만 설비작동 경보가 

출력되므로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

 

위 그림에서 하단부에 표시한 부분을 보면

MCC제작자 의도인지 설계자 의도인지는 몰라도 '로컬(수동)상태 감시'회로가 로컬이 아닌 

리모트 상태일 때 출력을 보내게 되어 있다(7-11번 A접점).

(출력접점은 있으나 어디에도 사용하는 부분이 없는 접점임.)

고로 본인이 로컬상태일 때 경보출력이 나가게끔 회로를 수정했다(3-11번 B접점)

 

창문형 자동폐쇄장치

창문형 자동폐쇄장치란?

연구역 창문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 발생 시 옥내에 설치 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창문

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 기준 (소방방재청 공시 제2010-29호 참조)  

창문형 자동폐쇄장치의 특장점

1.화재신호 감지로 인한 자동폐쇄 시 약2초이내 담힘. (체인길이 250mm max) 

2.자동폐쇄시 장애감지(인체일부,이물)시 자동 정지 후 재작동 

3.자동폐쇄시 경보음 및 램프점멸로 비상상황을 주위에 알림기능 

4.창문의 개방,폐쇄를 중앙관제실에서 일괄통제 및 확인 가능. 

5.주전원 차단시 예비전원으로 전환됨 

6.예비전원교체시기 알림기능. 

7.부속실 차압 60Pa 이하 에서는 견고한 폐쇄기능 

8.평상시의 환기 목적으로 수동개폐기 40N~60N(4Kg~6Kg) 이하에서 원할하게 개폐 

9.강력한 인장력과 녹발생이 없는 STANLESS STEEL 체인 사용 

10.강력하고 제어기능이 뛰어난 고수명, 고효율 DC MOTOR 사용 (당사주문형) 

11.고난이도 제어기능을 탐재한 제어회로 (프로그램등록,특허출원) 

12.성능인증시 내구성테스트 50,000회(자체 테스트 10만회 통과) 

13.개폐기 몸체 색상을 기존 창호 색상과 동일하며, 길이는 창호길이와 같음, Continues Type 

으로 설치 

14.성능인증시험 합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폐쇄 12-3.12-6.12-8) 등록 



법적근거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소방제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 국가화재 안전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유지,관리해야 합니다.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5조와 별표 4

제연설비 설치 소방 대상물 

2. 설치기준규정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 

- 제연구역의 창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하거나 창문형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

히는 구조이어야 함. 

- 창문형 형 자동폐쇄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의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인정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함. 

3. 성능인정 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 기준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29호) 

 



고압 드라이파이프밸브(파라다이스산업) 점검 및 세팅 자료정리

Ⅰ. 정상상태 점검

1. 1차와 2차 게이트밸브 개방상태 확인

2. 콤프레샤 전원인가 및 작동콕크 ON상태 확인

3. 콤프레샤 압력계 및 레귤레이터 압력 상태 확인

4. 콤프레샤 및 드라이파이프 ⑥공기공급밸브 개방상태 확인

5. ⑯1차 가압수 압력계, ⑰2차 압축공기 압력계, ⑱엑셀레이터 압력계 정상값 확인

6. ④프라이밍 물공급밸브, ⑫드레인밸브, ③수위조절밸브, ⑩압력스위치 시험밸브 닫힘 확인

7. ⑤엑셀레이터 공기공급밸브, ⑪경보정지밸브 개방상태 확인

8. ⑭압력스위치 작동접점 및 결선상태 확인

9. 기타 누수 및 압력 누설 점검

Ⅱ. 세팅방법

1. 1차측 게이트밸브를 닫는다.(화재수신반에서 TS닫힘시 설비작동으로 인하여 부져가 울릴 

수 있으니 설비부분 부져정지, 세팅시 충압(보조)펌프로만 가능하므로 주펌프와 예비펌프

는 수동정지, 충압펌프만 자동, 펌프PS와 작동시 펌프작동 부져가 울릴 것은 사무실 근무

자에게 알림)

2. 콤프레샤와 연결된 ⑥공기공급밸브, ⑤엑셀레이터 공기공급밸브, ⑩압력스위치 시험밸브

를 잠근다.



3. ⑫드레인밸브, ③수위조절밸브, ④프라이밍 물공급밸브, ⑪경보정지밸브를 연다.

4. 밸브 내부의 디스크(크레파)를 안착(폐쇄)하기 위하여 ⑮레치볼트를 연다. 레치볼트 중 아

래쪽 15-2부터 1Cm정도 푼 후 위쪽 15-1 볼트를 열어 디스크(크레파)가 안착되는 소리

를 확인 한다.

5.  디스크 안착이 된 후 레치 볼트를 아래쪽부터 다시 잠근다.(간혹 15-2 아래쪽 레치볼트

로 인하여 디스크(크레파)의 고정부가 노후화 된 부분에 걸려 디스크 들뜸 현상이 있어 

내부 확인을 기본으로 함)

6. ④프라이밍 물공급밸브 위로 물을 공급한다.(물조루 등 이용)

7. ③수위조절밸브로 물이 나오면 물 공급을 멈추고 물이 나오지 않을 때 ④프라이밍 물공

급밸브와 ③수위조절밸브를 잠근다.

8. 콤프레샤를 가동 후 레귤레이터를 설정값으로 조정하여 출력 공기압을 조정한다.(콤프레

샤 가동시 레귤레이터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압력계를 0점으로 조정 후 다시 시계방

향으로 승압하여 원하는 설정값으로 고정, 드라이파이프 내에서 소방 펌프류의 수압과 대

칭되는 공기압)

9. 콤프레샤 정상운전을 확인 후 밸브 콤프레샤와 본체에 연결된 ⑥공기공급밸브를 연다.

10. 설정된 공기압이 차면 2차측 게이트 밸브를 잠근다.(2차측 압축공기 공기압 보호)

11. ⑤엑셀레이터 공기공급밸브를 열어 ⑱엑셀레이터 압력계와 ⑰2차 압축공기 압력계가 같

아지는지 확인 한다.

12. ⑤엑셀레이터 공기공급밸브를 열때 ⑨드립체크밸브를 눌러 공기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13. ⑫드레인밸브로 물이 나오는 소리가 날때까지 1차측 게이트 밸브를 천천히 연다.

14. ⑫드레인밸브를 서서히 잠그고 1차측 게이트 밸브를 완전히 개방한다.

15. 각종 밸브와 압력계의 정상상태(Ⅰ. 정상상태 점검 참고)를 확인한다.

16. 2차측 게이트 밸브를 완전히 개방한다.

Ⅲ. 작동시험 순서

1. 2차측 게이트밸브 잠금(2차측 배관 압축공기 보호)

2. ③수위조절밸브를 열어 공기를 뺀다.

3. 밸브 내부 디스크(크레파)가 개방된다.

4. ⑭압력스위치의 작동접점이 작동(상향)하며, 싸이렌 경보 작동

Ⅳ. 복구 순서

1. 1차측 게이트 밸브 잠금

2. 콤프레샤와 연결된 ⑥공기공급밸브, ⑤엑셀레이터 공기공급밸브, ⑪경보정지밸브를 닫는

다.



3. ⑫드레인밸브, ③수위조절밸브를 연다.

4. 배관과 드라이파이프 밸브내의 물과 공기를 모두 드레인 후 세팅방법에 의해 세팅한다.



스프링쿨러 설비 이미지
                                              1. 수격방지기              2. PV 2차측 배관(건식)

                                                                                                              3. 헤드
                   4. 에어벤트
                                           5. 압력감지배관       6. PV 1차측배관

                                            7. 차단밸브
                                                                9. 게이트밸브
                     8. 압력스위치                                                                        10. PV 2차측 밸브

                           11.압력챔버                           12. 체크밸브
   13.MCC 조작반

                  14. 드레인 밸브                               15. 펌프 토출측

                    16. 소방펌프                                                                          17. PV 1차측 밸브

                                                               18. 흡입측 배관

    19. 저수조

                            20. 게이트 밸브



소방용펌프가 수시로 돌아요~~~  점검 방법

1. 7번 차단밸브를 잠그고 상태 점검(주펌프 및 예비펌프 수동 절체 후 충압 펌프만으로 시험 가능)

  1-1 돌아가면 압력챔버의 에어밴트, 압력스위치 및 연결 동관, 드레인 밸브, 압력챔버 본체 부분의 이상

  1-2 안돌아가면 기계실 장비는 이상이 없고 후단 점검 필요(12번 체크밸브 및 수격방지기 등 기계실 외관 정상시)

2. 1-2상태시 지하주차장 각 개소에 있는 17번 프리액션밸브 1차측 밸브 잠그고(기계실 챔버 차단밸브는 개방 상태) 점검

  2-1 돌아가면 기계실과 프리액션밸브 사이에서 누수

  2-2 안돌아가면 프리액션 밸브 1차측 이후에 원인이 있음(건식은 2차측 배관으로 물이 흘러갈시 유관 확인이 힘듬)

      프리액션밸브 내부의 다이어후램 소손 및 경화로 2차측으로 물이 흐름

      전자변 및 신호용 배관 불량으로 누수

참고: 압력챔버 내에는 물과 압축공기가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1년에 2회정도 압력챔버 하단의 드레인을 여시어 배수 후 다시 압축공기를 셋팅해 주세요.

     (관련 자료 찾아보시면 있을듯, 압력챔버 초기화)

     프리액션밸브의 셋팅밸브(15mm)는 정상 셋팅 후 잠그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