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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 장비의 구성

1-1. 유닛 구성

        - P형 시스템 기반으로 설계하여 상호 연동 교육 및 소방기기를 이용한 운전제어 실습이

가능한 구조로 헤드개방에 따른 소화수의 살수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 구성기기의 전자적 제어 및 유지보수 교유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 수계소화설비의 세부 교육이 가능하도록 실제 소방기자재를 모의하여 설치하고 자동 및

수동 방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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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각 부 구성

1) P형 복합식 수신기

-종별 : P형 1급

-정격전압 : AC220V, DC24V

-예비전압 : DC24. Ni-Cd축전지

-회로전압 : DC24V

-외함재질 : 압연강판

-색상 : 회색

   화재 발생 시 감지기의 신호를 전달 받아 화재 경보를 울린다. 교차 회로 방식에 따라 
감지기 A,B가 동시에 들어오면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하거나 스프링클러가 가동되도록 
펌프를 동작 시킨다.

 ① 화재표시 작동 시험
  가) 동작시험 스위치 + 자동복구를 눌러서 스위치 주위등의 점등을 확인한다.
  나) 회로 선택 스위치를 차례로 회전시켜 1회로마다 화재시의 작동 시험을 행한다.

          - 가부판정의 기준
각 릴레이의 작동,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그 밖의 표시장치의 점등(램프의 단선도 함께 
확인할 것), 음향장치 작동확인, 감지기회로 또는 부속기기회로와의 연결 접속이 정상일 
것.

          - 복구
(1) 회로 시험을 마친 후 회로 선택 스위치를 원래의 위치(0)로 돌린다.
(2) 복구버튼을 눌러 작동하고 있는 벨소리와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을 끈다.
(3) 시험이 끝난 후 동작 시험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원래의 위치로 복귀시킨다.

 ② 회로 도통 시험
  가)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다.
  나) 회로선택스위치를 차례로 회전시킨다.
  다) 각 회선별로 전압계의 전압을 확인한다. ( 발광다이오드는 점등 유무 확인)
  라) 종단저항 등의 접속상황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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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부판정의기준
각 회선의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발광다이오드(LED)의 점등 유무 상황이 정상일 것, 감
지기회로의 단락, 단선 이상유무를 파악하기 위함.

 ③ 예비전원시험
  가)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다.
  나) 전압계의 지시치가 지정치의 범위 내에 있을 것.(단, 발광다이오드는 정상 점등유무를

확인한다.)
  다) 교류전원을 개로하고 자동전환릴레이의 작동상황을 조사한다.

          - 가부판정의 기준
예지전원의 전압, 용량, 절환상황 및 복구 작동이 정상일 것.

 ④ 동시동작시험
  가) 동작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나) 회로선택스위치를 5회선(5회선 미만은 전회선)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 가부판정의 기준
각 회선을 동시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 부수신기, 표시기, 음향장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고, 또한 화재 시 작동을 정확하게 계속할 것.

 ⑤ 회로저항시험
  가) 수신기 단자에서 감지기 회로 공통선과 지구선 분리.
  나) 회로 말단을 단락 시키고 도통 상태에서 선로의 저항 측정.

          - 가부판정의 기준
감지기회로 1회선의 선로 저항값이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는 저항값 
이하인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선로 저항치가 50[Ω]이하 일 것.

 ⑥ 공통선시험
  가) 수신기 내 접속단자의 회로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나)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선택스위치를 차례로

회전시킨다.
  다) 전압계 또는 발광다이오드를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조사한다.

          - 가부판정의 기준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수가 7이하 일 것.

2) 감지기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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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열감지기
  가) “차동식”이란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온식”이란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 “보상식”이란 차동식과 정온식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신호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연기감지기

  가) “이온화식”이란 주위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 작동하는 것으
서 연기에 의해 이온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광전식”이란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서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③ 불꽃감지기
  가) “불꽃 적외선식”, “불꽃 자외선식” 감지기는 불꽃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
하는 것을 말한다.

  나) “불꽃 영상분석식”이란 불꽃의 실시간 영상이미지를 자동 분석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감지기는 연속해서 연결하고 말단에는 종단저항을 설치하도록 한다.

(1) 감지기 A (열감지기)

-종별 : P형 2종 차동식 옥내형

-사용전압 : DC24V

-정격전류 : 100mA ±20%

-외함재질 : 난연성 ABS 수지

-색상 : 아이보리

   차동식 열 감지기 [설치 장소 : 거실(사무실) 등]
   =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sec)이상일 경우 동작하는 감지기.



 수계소화 모의 실험장치(KTE-ODW)

- 8 -

차동식
∴일정상승율이상

(급격한온도변화율)

스포트형(S.P)
공기팽창방식 [1종, 2종]
열기전력(열전기)방식 [1종, 2종]
열반도체방식 [1종, 2종]

분포형
공기관식 [1종, 2종, 3종]
열전대식 [1종, 2종, 3종]
열반도체식 [1종, 2종, 3종]

정온식
∴일정한온도이상

스포트형

바이메탈활곡방식 [특종, 1종, 2종]
바이메탈반전방식 [특종, 1종, 2종]
금속팽창계수차방식 [특종, 1종, 2종]
액체 또는 기체팽창방식 [특종, 1종, 2종]
금속의 용융방식 [특종, 1종, 2종]
열반도체소자방식 [특종, 1종, 2종]

감지선형
[특종, 1종, 2종]

보상식(OR-단신호) 스포트형[1종,2종]

(2) 감지기 B (연기감지기)

-종별 : P형 2종 광전식 옥내형

-사용전압 : DC24V

-정격전류 : 100mA ±20%

-외함재질 : 난연성 ABS 수지

-색상 : 아이보리

   광전식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 : 복도, 계단, 경사로 등]
   = 연기 입자에 의해 감지기 내부 센서가 전류를 증가 시켜 감지·동작하는 감지기

이온화식
∴ 이온전류 변화

스포트형 [1종, 2종, 3종]

광전식
∴ 광량의 변화

스포트형[1종, 2종, 3종]

공기흡입형[1종, 2종, 3종]

분리형[1종, 2종,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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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종

-종별 : P형  옥내형

-사용전압 : DC24V

-정격전류 : 50mA ±20%

-음량 : 90dB이상

-색상 : 적색

   “경종”이란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를 말한다.

4) 싸이렌 

-종별 : P형 옥내형

-사용전압 : DC24V ±20%

-음량 : 90㏈ 이상

-회로전압 : DC24V

-외함재질 : 난연성 ABS 수지

-색상 : 백색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 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주는 설비를 말한다.

          -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의 설치 기준
1)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
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5) 주펌프

-양수량 : 25L/min 12m

-사용전압 : ACV 220V

-흡입높이 : 0m

-압상높이 : 35m

-정격출력 : 0.25KW

   - 주펌프(Main Pump)
   = 수계소화설비에 필요한 방수량과 방수압력으로 주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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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용 펌프의 필요특성
1) 설계유량 이상으로 운전될 때 Overload를 일으켜서 펌프가 정지되지 않도록 설계수량의 
150%를 방수할 때의 양정은 설계양정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2) 해당 소화설비의 가장 먼 방출구에서 규정방수압력과 방수량을 송수할 수
  있는능력의     것일 것.
3) 체절운전시 설계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펌프에 걸리는 유체압력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5) 최대 Brake Horse Power는 설치 동력장치의 정격능력 내에 있을 것.
6) 구동 원은 Motor 또는 내연기관으로서 자동기동이 바람직하다.

6) 피난구유도등

-형식 : ACV 220v, DCV 3.6V, LED

-유효 점등시간 : 60분용

-입력전원 : ACV 220V

-예비전원 : Ni-cd 축전지 

3.6V 200mAh

-예비전원/사용전원 감시 적/녹LED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조명등

7) 위치표시등

    

-정격전압 : DCV 24V 20mA

-조광범위 : 부착면에서 

20m거리에서 식별가능 

조도

화재 발생시 작동되는 속보함, 소화전함에 사용되고 있는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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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슈퍼비조리판넬

-구성 : 전원 감시등, 

밸브개방표시등, 

밸브주의표시등, 

밸브기동스위치,전화잭

-외형크기 : W160 * H180.5 * D 60

단위 mm

   SVP(Supervisory panel)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인근에 설치하며, 수동으로 프리액션밸브를 작동시킬 수 있는 장치.

9) 시각경보기

      

-종별 : P형 LED식 옥내형

-사용전압 : DC24V

-정격전류 : 100mA ±20%

-외함재질 : 난연성 ABS 수지

-색상 : 적색

   화재 발생시 섬광으로 청각장애인에게 화재사실을 알려 대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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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압력계

       

-구성 : 10㎏/㎠ 나사16.6mm

   토출측배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배관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장치

11) 압력스위치(기동용 수압개폐장치)

-구성 : 10㎏/㎠

-RANGE : 6~10

DIFF : 1~3

-Setting : Range 4

Diff 0.5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12) 습식 유수검지장치(알람스위치)

   

-사용압력 : 14㎏/㎠

-시험압력 : 20㎏/㎠

-SetTime : 3~5 sec

-SetPuressure : 0.06Mpa

-LoadCurrent : 100mA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자동경보 장치, 본체 내의 유수 현상을 자동감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장치.



 수계소화 모의 실험장치(KTE-ODW)

- 13 -

13) 솔레노이드밸브

-전원 : DCV 24

-압력 : 0~10㎏/㎠

-Pipe Size : PT½

   화재시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려 2차측 준비작동식 밸브에 물을 보내주는 역할.

14) 펌프 판넬

   펌프의 자동, 수동 ON, OFF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15) 체크 밸브

   배관 내에서 유체가 역류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유체의 흐름을 잡아주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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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 장 ] 수계(스프링클러 소화설비)소화설비

2-1. 기초 이론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는 건축물내의 화재 시 해당 소방대상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장비이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방식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방식

습식 스프링클러

부압식 스프링클러

건식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1차측
배관상태

사용하는 유수검지장치 등 종류 2차측 배관상태 사용헤드

습 식 가압수
· 알람밸브(Alam valve)
· 자동경보체크밸브
· 습식밸브

가압수
폐쇄형
헤 드

건 식 가압수
· 드라이밸브(Dry valve)
  건식밸브

압축공기
폐쇄형
헤 드

준비작동식 가압수
· 준비작동식밸브 일제개방밸브
· 프리액션밸브(Pre-action 
valve)

대기압(무압)
폐쇄형
헤 드

일제살수식 가압수
· (일제개방형) 일제살수식 밸브
· Deluge밸브 일제개방밸브

대기압(무압)
개방형
헤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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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

① 습식설비 (Wet Pipe System)

유수검지장치 배관(1차/2차측) 헤드 감지기 유무 수동기동장치

알람 밸브 가압수/가압수 폐쇄형 × ×

가장 일반적인 스프링클러설비로서 1차측과 유수검지장치 2차측의 배관 내에 상시 소화용수가 
채워져 있으며, 유수검지장치로는 알람밸브(Alarm Valve)를 사용한다. 화재가 발생하여 열로 
인하여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2차측에 물이 방수된다. 이때 알람밸브가 개방되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입하여 
방사되는 설비이다.

- 자동경보밸브 (Alarm Check Valve)
자동경보밸브는 습식설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수검지장치로서 이 밸브는 2차측인 헤드측 
압력이 1차측인 펌프측 수압보다 높거나 같기 때문에 “닫힘”상태로 있다가, 화재 시 헤드가 
개방되어 2차측의 수압이 낮아지면 “열림”상태가 된다. 이때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입되면서 그 일부는 측로를 통하여 압력스위치를 작동시킴.

       

                           [동작 전]                                [동작 후]
- 리타딩 챔버 (Retarding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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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딩 챔버는 자동경보밸브의 오동작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 장치는 자동경보밸브 
2차측의 수압이 누수 등의 원인으로 저하될 경우, 압력 스위치가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최근에는 압력 스위치에 타이머를 부착한 것이 주로 쓰임.

- 압력스위치
자동경보밸브의 측로를 통하여 흐르는 물의 압력으로 압력 스위치 내의 벨로우즈가 가압되면, 
전기적 회로가 구성되어 신호를 발생시키며 이 신호는 제어반으로 보내져 경보를 발하고 
화재발생을 표시하며 가압펌프를 기동시킴.

-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
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유수검지장치 배관(1차/2차측) 헤드 감지기 유무 수동기동장치

프리액션 밸브 가압수/공기 폐쇄형 ○ ○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에 의해 화재 시 경보가 발신되는
구조의 설비로,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물(가압수)이 채워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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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스프링클러설비와 구별되고 유수검지장치를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화재감지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건식스프링클러설비와 구별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감지기 동작에 의해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가 기동되고
이로 인해 프리액션 밸브가 개방된다. 이 때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입되고, 이후 
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되면 유입된 물이 방사되는 설비이다.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도입목적은 습식스프링클러설비나 건식스프링클러설비에서 
스프링클러헤드의 손상 또는 배관의 손상으로 인한 우발적인 살수로 인한 소방대상물
(고가장비, 전자장비 등)에 대한 수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수검지장치의 개방을 
화재감지장치에 의하도록 한 것이다.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는 평상시에 1차측에만 가압되어 있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이후인 2차측에는 대기압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저압의 배관누설감시용
압축공기가 채워져 있다.

   화재가 화재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를 통하여 감지되면 유수검지장치내의
클리퍼가 개방되어 2차측 배관 내로 소화용수를 송수하게 된다. 즉 유수검지장치 이후의 
2차측 배관에 소화용수가 상시 충전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화재감지신호에 의해 
유수검지장치가 열려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수된 물은 2차측 배관 
내에 가압 충전되어 있다가 스프링클러헤드가 화재 열에 의하여 감열체가 분리되어 개방될 
경우에 방수가 시작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치방법은 평상 시 유수검지장치의 2차 측 배관을 대기압과
동일한 상태로 비워두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한 후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손상되거나 배관의 일부가 파손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본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도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배관의 
누설감시용 슈퍼비죠리스위치를 기동용스위치로 사용하고 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감지기가 스프링클러헤드보다 미리 감지되어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와 동일한 빠른 방수가 가능하다.

   흔히 간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시점보다 화재감지기의 감지 시간이
더 빠르게 작동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느리게 성장하는 화재에서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 시점보다 차동식감지기의 감지시간이 더 늦어질 수 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방수시작 시점의 지연으로 연소 확대로 인한 화재의 제어에 실패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방호구역의 특성과 설비의 최적성능을 위하여 화재감지기의 선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제어 계통이 비교적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신뢰성
측면에서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건식스프링클러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적용이 어려운 제한된 장소에만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작동방법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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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 인터록(Non-Interlocked) 방식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밸브의 클리퍼가 개방되어 방수된다. 
즉, 화재감지기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스프링클러헤드가 감열이 되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2) 단일 인터록(Single-Interlocked) 방식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의해서만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3) 이중 인터록(Double-Interlocked) 방식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고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이 되어야 비로소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2중 안전장치는 설비의 오작동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설비의 
신뢰성은 매우 떨어지는 단점을 가진다.

[슈퍼비죠리패널 설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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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비죠리패널(Supervisory & Control Panel)
준비작동밸브(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조정장치로서 준비작동밸브를 개방하는 역할을 
한다. 자체 고장을 알리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준비작동밸브를 작동시키는 기능 외에 방화댐퍼의 폐쇄 등 관련 설비의 작동 기능
도 가지고 있다.

          - 탬퍼스위치 (Tamper Switch)
밸브의 개폐상태를 중앙감시반에서 감시하기 위해 개폐 표시형 밸브(OS&Y 
Valve)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밸브가 정상 상태로 개·폐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앙감시반에서 회로별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함.

          
1)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시 등의 경우에는 2차측으로 물을 흐르게하여 각종 장치들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2차측은 대기압상태로 비어있으므로 시험이 종료되면 모두 
배수하는 등의 번거로운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험시 등의 경우에 2차측에 
부착되어있는 개폐표시형밸브를 폐쇄하여 2차측으로 흘러드는 유수를 차단함으로서 시험을 
용이하게 한다.

2) 일제개방밸브
소방대상물에 물을 방사하지 않고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제개방밸브 
2차측에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시험시 등의 경우 폐쇄) 개방형헤드가 부착된 설비
이므로 시험을 위하여 일제개방밸브를 개방하더라도 물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시험시에는 
이 밸브를 패쇄하여 2차측 배관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차단한다.

2)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 시 가압된 물이 내뿜어져 분산되면서 소화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박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된다. 화재감지기능이 있으므로 습식 및 건식, 
준비작동식 설비에 사용된다.

구 분 특 징

프레임(Frame) 헤드의 나사 부분과 디플렉터를 연결하는 이음쇠 부분

디플렉터(Deflector) 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부분

감열체

열에 의해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 또는 용해되어 헤
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려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되
도록 하는 부분으로, 퓨즈블링크와 유리벌브(글라스벌브)가 많이 
사용됨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압력 및 방수량은 기준 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1.2MPa 이하이며, 방수량은 80L/min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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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열체의 유무에 따라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로 구분된다.

[퓨즈블링크] [유리벌브]

유리 벌브 형 (감열체) 색상 및 온도 표기

유리벌브형(감열체)
색상

섭씨 ( ℃ ) 화씨 ( ℉ ) 비고

57 135

68 155

79 174

93 200

141 286

182 360

260 500

퓨즈 블링크 형 (감열체) 색상 및 온도 표기

퓨즈블링크형(감열체)
색상

섭씨 ( ℃ ) 화씨 ( ℉ ) 비고

77 미만 170.6 색 표시 안함

78 ~ 120 172.4 ~ 248

121 ~ 182 249.8 ~ 359.6

183 ~ 203 361.4 ~ 397.4

204 ~ 259 399.2 ~ 498.2

260 ~ 319 500 ~ 606.2

320 이상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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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15.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

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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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 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3.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4.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5.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 공기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 건식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6.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7. 반사판(디프렉타)“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2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29,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30.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31.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
32.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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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

1) 습식설비 외관 점검

[알람밸브에서 점검]
※ 알람밸브가 설치된 곳
- 배관피트에 설치된 경우
- 지하층인 경우 벽쪽에 노출형으로 설치된 경우

   1. 1차측 압력계와 2차측 압력계가 일정압력이상을 지시하고 있어야 하며, 둘의 압력은 거의 
비슷해야 한다.

   2. 1차측 개폐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탬퍼스위치(Tamper Switch)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밸브를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수신반에서 부저와 함께 밸브 닫힘 표시등이 점등되어
야 한다.
※ 주의 : 탬퍼스위치는 급수배관에 설치된 모든 개폐밸브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알람밸브에 부착된 배수밸브는 폐쇄되어야 하고, 배수밸브를 개방하였을 경우 감압에 의한
펌프의 자동기동과 알람스위치의 유수검지에 의한 싸이렌 경보 및 수신반 화재표시등이 점
등 되어야 한다.

   4. 알람스위치(압력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알람스위치와 알람밸브 본체 사이에는 
리타딩챔버와 경보시험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리타딩챔버가 없는 경우는 오동작 방지기능
을 하는 지연타이머가 수신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지연시간은 20초 정도이다. 경보시험
밸브를 개방하였을 경우 싸이렌 경보 및 수신반 화재표시 등이 점등되고 부저가 울려야 
한다.

[말단시험장치에서 점검]
※ 말단시험장치는 그 층의 화장실 출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다.
※ 말단시험장치를 개방하는 것은 알람밸브에서 가장 먼 쪽의 스프링클러헤드 1개를 개방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말단까지 규정방수압 1kg/cm²이상이 되고 원활한 방수가 이뤄지는 것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1. 말단시험장치의 표시는 말단시험장치, 시험밸브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말단시험장치는 압력계·개폐밸브·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오리피스(노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때 주의할 점은 헤드의 상태이다. 기술기준에는 개방형헤드 중 반사판과 프레임이 제거
된 오리피스를 설치하거나 통배수관식으로 설치한다. 폐쇄형헤드를 설치하거나 개방형이면서 
반사판과 프레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는 바른 설치방법이 아니므로 반사판과 프레임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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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식설비 기능 점검

[알람밸브 구성도]

① 알람밸브
② 배수밸브
③ 알람스위치
④ 경보정지밸브
⑤ 1차측 압력계
⑥ 2차측 압력계
⑦ 1차측 개폐표시형 제어밸브

[말단시험장치에서 기능점검 절차]
   1. 개폐밸브를 열면 물이 방출된다.
   2. 방호구역 싸이렌이 울리고 수신반에서 화재표시등 점등과 부저가 울리며 펌프가 자동기동된

다. 이때 싸이렌은 리타딩챔버의 지연시간이 10초 정도이고, 지연타이머가 부착된 경우 지연타
이머의 셋팅시간(10초정도)이 경과한 후에 경보가 울려야 한다.

   3. 복구는 개폐밸브를 폐쇄하면 자동으로 복구된다.

[점검]
   1. ②번 배수밸브의 핸들을 개방(2차측 압력 감소)
   2. 클래퍼가 개방되어 알람스위치(압력스위치), 경보장치 작동으로 경보
   3. 수신반에 해당 방호구역 화재표시등 점등
   4. 가압송수장치가 작동하여 ②번 배수밸브를 통해 방수
   5. 작동상태 확인 후 ②번 배수밸브를 폐쇄하면 가압송수장치 정지
   6. 수신반의 복구 또는 자동복구스위치를 눌러 복구

[복구]
   1. 밸브 작동 후 ⑦번 1차측 제어밸브와 ④번 경보정지밸브를 폐쇄하고 ②번 배수밸브를 통해 

가압수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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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수가 완료된 후 손상된 스프링클러 헤드를 교체하거나 주변 부품 복구 작업을 완료.
   3. ⑦번 1차측 제어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알람체크밸브의 상태를 확인하고 2차측 배관 내에 

가압수 충압 ⑤번 1차, ⑥번 2차측 압력계의 압력이 규정압인지 확인.
   4. 압력이 1차측 압력보다 상승하면 알람체크밸브 디스크는 자동 폐쇄되며, 가압송수장치가 

정지.
   5. ④번 경보저지밸브를 개방하여 누수에 의한 디스크 개방 및 화개경보를 발신하지 않으면 

설정 완료.

[주의사항]
   1. 2차측 배관에 물이 유지되므로 동절기 동파에 주의
   2. 이물질에 의한 설정 불량시

1) ⑦번 1차측 개폐표시형 제어밸브와 ④번 경보정지밸브를 폐쇄하고 배수밸브를 완전 개방하
여 이물질 방수.
2) 외부덮개 및 플러그를 풀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복구.

   3. 리타딩 쳄버(선택사양 품목)는 경보라인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이물질 청소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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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식설비 실습
 
① 습식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작동

           

1. 말단 개폐밸브를 개방한다.
가. 시험밸브를 개방하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나. 실습장비에서는 볼밸브에 탬퍼스위치를 설치하여 유수의 흐름 없이 제어반으로 입력

되는 압력스위치의 신호를 구현한다.

2. 제어반 표시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알람밸브 : 알람 1 표시등 동작
나. 화재표시등 : 화재표시등 동작
다. 주펌프 기동 : 주펌프 기동



 수계소화 모의 실험장치(KTE-ODW)

- 27 -

3. 헤드 개방

           

4. 복구
가. 펌프 정지
나. 펌프 자동으로 설정

5. 밸브를 닫아 복구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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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

1) 준비작동식설비 외관 점검

[감시제어반 프리액션밸브실 위치 확인]
1. 감시제어반의 설치 장소

- 주차장에 준비작동식설비가 되어 있는 특수장소는 건물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런 건물은 
소방시설과 기타 시설을 방재실에서 제어하며 P형과 R형의 수신기가 있다. 방재실이 없는 경
우 수신기는 관리실, 경비실, 기계실 등에 설치되어 있다.

2. 프리액션밸브 설치장소
- 프리액션밸브는 주차장 구역외의 장소에서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며 실내에 있는 경우 

표지(프리액션밸브실)가 부착되어 있다.

[프리액션밸브 외관 점검하기]
1. 압력계 확인

- 프리액션밸브는 2차측이 대기압(무압)으로 유지된다. 2차측 압력계는 ‘0’을 지시하고 있어야 
하며, 1차측 압력계는 일정압력을 지시하고 있으면 된다.

2. 개폐밸브 개폐상태 확인
1) 배수밸브 : 폐쇄
2) 1차측개폐밸브 : 개방
3) 2차측개폐밸브 : 개방
4) 경보시험밸브 : 폐쇄
5) 셋팅밸브 : 폐쇄

3. 프리액션밸브 관리 상태 확인
- 외관상 청결해야 하고 보온재가 손상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누수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하며 동파 및 외부 충격등에 의해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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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작동식설비 기능 점검

[준비작동식밸브 구성도]

① 준비작동밸브
② 배수밸브
③ P.O.R.V
④ 알람시험밸브
⑤ 긴급해제밸브
⑥ 솔레노이드밸브
⑦ 1차측 압력계
⑧ 2차측 압력계
⑨ 압력스위치
⑩ 세팅밸브
⑪ 자동배수밸브
⑫ 1차측 개폐표시형 제어밸브
⑬ 2차측 개폐표시형 제어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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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1. ⑬번 2차측 개폐표시형 제어밸브를 폐쇄.
   2. ②번 배수밸브를 개방.
   3. 프리액션밸브의 작동 방법

가. 방호구역내 교차회로 감지기 작동.
나. 감시제어반에서 교차회로 동작 시험.
다. 감시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 기동버튼 조작.
라. 슈퍼비죠리패널 기동버튼 조작.
마. 긴급해제밸브(수동개방밸브) 개방.
‘가,나,다,라’는 솔레노이드밸브를 개방시켜 설비를 작동하는 방법이고, ‘마’는 수동으로 
개폐밸브를 개방시켜 작동하는 방법이다. 준비작동식밸브가 설치된 구역에 전원이 모두 차단될 
경우 설비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긴급해제밸브를 수동 개방하는 방법뿐이다.

   4.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알람경보.
   5. 가압송수장치가작동하여 ②번 배수밸브를 통해 방수.
   6.수신반의 화재표시등 및 슈퍼비죠리패널의 개방확인 표시등이 점등.
   7. 준비작동밸브의 작동없이 ④번 알람시험밸브의 개방만으로 압력스위치 이상유무(화재경보) 

확인 가능.

[복구]
   1.감지기 작동시에는 수신반의 복구스위치를 눌러 복구.
   2. ⑤번 긴급해제밸브를 작동시에는 긴급해제밸브 폐쇄.
   3. ⑫번 1차측 개폐표시형 제어밸브를 폐쇄하여 ②번 배수밸브를 통해 가압수를 완전 배수

(기타 잔류수는 ⑪번 자동배수밸브에 의해 자동 배수).
   4. 배수가 완료된 후 ⑩번 세팅밸브를 개방하고 ⑦번 1차측 압력계에 압력이 걸리는지 확인.
   5. ⑫번 1차측 개폐표시형 제어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준비작동밸브의 작동 유무 확인하고, 

⑦번 1차측 압력계의 압력이 규정압인지 확인.
(⑧번 2차측 압력계가 동작되면 불량이므로 재설정).

   6. ⑬번 2차측 개폐표시형 제어밸브를 개방.

[주의사항]
   1. 준비작동식밸브는 2차측이 대기압상태이므로 ②번 배수밸브를 정기적으로 개방하여 배수 

및 건식상태 점검.
   2. 정기적으로 ④번 알람시험밸브를 개방하여 경보발신 시험.
   3. 2차측 설비점검을 위하여 ⑫번 1차측 개폐표시형 제어밸브를 폐쇄하고 공기누설 시험장치

를 통하여 공기나 질소가스를 주입하고 ⑧번 2차측 압력계를 통하여 배관 내 압력 강하를 
점검.

[설비의 작동 및 음향경보]
   1.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 감지기의 감지에 따

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 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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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개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
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차회로방식의 경보방식은 감지기 A,B교차회로로 구성하여 A감지기 또는 B감지기 작동시,
발신기 세트의 지구경종이 경보를 발한다.(발신기 경종을 사이렌으로 겸용사용가능) 이후에 
A,B감지기가 동시에 작동하면 밸브가 개방되며 스프링클러설비의 사이렌이 작동한다.

3) 준비작동식설비 실습

① 감지기 동작에 의한 밸브 개방

 

1. 감지기를 동작 시킨다.
가. 연기감지기에 테스트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열감지기에 열을 가한다.
가. 실습장비는 감지기 하단의 버튼을 물러 동작시킬 수 있도록 배선하였다.

    

2. 제어반의 신호를 확인한다.
가. 신호를 감지한 감지기의 구역에 표시등이 점등된다.
나. 화재표시등이 점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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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드 개방

4. 복구 버튼을 눌러 화재신호를 복구한다.
가. 지구표시등, 화재표시등 소등
나. 경종 정지

           

5. 복구
가. 펌프 정지
나. 펌프 자동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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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동조작함(SVP : 수퍼비죠리패널) 조작

 

1. 슈퍼비조리패널의 전면 덮개를 열고 기동 버튼을 누른다.

 

2. 주펌프 기동
가. 슈퍼비조리패널 기동이되면 펌프가 기동이된다.

3. 헤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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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구 버튼을 눌러 화재신호를 복구한다.
가. 슈퍼비조리판넬 기동버튼 복구
나. 수신기 수신기복구 버튼

           

5. 복구
가. 펌프 정지
나. 펌프 자동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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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신기 동작 시험에 의한 동작

   

1. 제어판의 입력시험 작동
가. 입력시험을 누른후 감지기A(3)번 확인
나. 그 상태에서 감지기B(4)번 확인

    

2. 제어반의 신호를 확인한다.
가. 신호를 감지한 감지기의 구역에 표시등이 점등된다.
나. 화재표시등이 점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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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드 개방

       

4. 복구 버튼을 눌러 화재신호를 복구한다.
가. 수신기 수신기복구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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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구
가. 펌프 정지
나. 펌프 자동으로 설정

2-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실습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작동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열감지기)에 열을 가해 감지기를 동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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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반 확인
가. 자탐회로에 표시등 점등
나. 화재연동 표시등 점등

       

3. 복구 버튼을 눌러 화재신호를 복구한다.
가. 수신기 수신기복구 버튼

2)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동작 실습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수동 동작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누름 스위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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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반 확인
가. 화재표시등 점등

       

3. 복구 버튼을 눌러 화재신호를 복구한다.
가. 발신기 수동버튼 복구
나. 수신기 복구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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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체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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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 장 ] 부록 

3-1. 참고문헌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해설 / 소방방재청
   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해설 / 국민안전처
   3. 방재기술자료 No.02 스프링클러설비 / 한국화재보험협회(KFPA)

3-2. 장비 사용 시 주의 사항

1) 작동원리
난방이 되지 않는 옥내의 장소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로서 유수검지는 준비작동식 밸브
(Preaction valve)를 사용하며 밸브 1차측에는 가압수가 2차측에는 진공압상태(-압)로 폐쇄형 헤드
가 설치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감지기 동작에 의해 Solenoid 밸브가 작동되고 이로 인하
여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되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입된다. 이후 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
되면 2차측으로 유입된 물이 방사되는 방식이다. 준비작동식밸브를 원격기동으로 수동개방하기 
위한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차측배관에는 항상 진공압상태를 유지하다가 스프링클러 
헤드만 개방하거나 배관 파손으로 진공압이 대기압으로 상승하면 오동작 신호를 수신기로 보내어 
배관파손으로 인한 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사용설명서

  ① 작동전 준비사항
    - “스프링클러 개방밸브”와 “배수밸브”는 잠그고 나머지 볼밸브는 개방한다.
    - 소방펌프판넬은 자동위치로하고 화재수신기 스위치는 정상위치로 한다.
    - 부압제어반의 스위치는 전부 자동 위치로 한다.

  ② 작동방법 : 스프링클러 수동조작함(SVP)을 사용시   
    - “스프링클러 수동조작함(SVP)” 판넬을 열고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준비작동V/V"가 개방되

고 2차측 배관에 소화수가 채워진다.
    - “스프링클러 개방밸브”를 열면 화재로 인하여 헤드가 개방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살수조로 소화수가 나오면서 “유수검지장치(준비작동식V/V)”가 작동하고 수신기에 P/V 명판
이 점등하고 “사이렌”, “대표화재등”, “지구경종”, “시각경보기”가 동작한다.

    - 일정시간이 지나면 2차측 배관의 감압으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동작으로 펌프가 동작한
다.

  ③ 작동방법 : 수신기에서 기동시
    - “수신기”에서 “스프링클러설비”스위치를 수동으로하고 우측 “준비작동식밸브” 기동 스위치

를 누르면 “준비작동식V/V"가 개방되고 2차측 배관에 소화수가 채워진다.
    - “스프링클러 개방밸브”를 열면 화재로 인하여 헤드가 개방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살수조로 소화수가 나오면서 “유수검지장치(준비작동식V/V)”가 작동하고 수신기에 P/V 명판
이 점등하고 “사이렌”, “대표화재등”, “지구경종”, “시각경보기”가 동작한다.

    - 일정시간이 지나면 2차측 배관의 감압으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동작으로 펌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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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한다.

  ④ 작동방법 : 화재감지기 동작시
    - “준비작동식A감지기”를 동작하면 “수신기”에서 “A감지기”, “대표화재등”이 점등하고 

“지구경종”, “시각경보기”가 동작한다.
    - “준비작동식B감지기”를 동작하면 “수신기”에서 “B감지기”가 점등한다.
    - “준비작동V/V"가 개방되고 2차측 배관에 소화수가 채워진다.
    - “스프링클러 개방밸브”를 열면 화재로 인하여 헤드가 개방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살수조로 소화수가 나오면서 “유수검지장치(준비작동식V/V)”가 작동하고 수신기에 P/V 명판
이 점등하고 “사이렌”이 동작한다.

    - 일정시간이 지나면 2차측 배관의 감압으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동작으로 펌프가 
동작한다.

  ⑤ 작동후 복구
    - “스프링클러 개방밸브”는 닫으면 살수가 중단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펌프가 정지한다.
    - “수신기”에서 복구 버튼을 누르면 “사이렌”이 정지하고 “유수검지장치(준비작동식V/V)”가 

복구되고 “대표화재등”, “지구경종”, “시각경보기”, “사이렌”이 정지한다.

  ⑥ Err시 복구
    - 배관이 파손되어 진공압이 대기압으로 상승하면 “수신기‘의 Err표시등이 점등하고 경보가 울린다. 
    - 화재감지기가 동작하면 Err신호가 “수신기”로 송출되지 않는다.
    - 압력이 상승하면 배관파손된 곳을 정비하고 “부압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누른다.
    - “수신기”의 복구 스위치를 누른다.
    - “부압제어반”의 진공밸브(V1) 스위치를 수동으로 동작하여 배관내의 압력을 진공압으로 유지한

다.
    - “진공센서스위치”의 압력을 확인하고 진공압이 형성되면 진공밸브(V1) 스위치를 자동위치로 한

다.
    -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소화수가 역류되었을때 완전배수 잠근다.

  ⑦ 펌프설비
    1) 자동 동작시
     - 2차측배관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하면 자동으로 동작한다.

    2) 수동 동작시
     - 소방펌프판넬의 선택스위치를 “수동”위치로 한다.
     - 적색의 “펌프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펌프가 기동하며 녹색의 “펌프정지”스위치를 누르면 

펌프가 정지한다.

  ⑧ 수신기 및 진공센서스위치
    - 수신기 하부의 사용설명서 참고.
    - 진공센서스위치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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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제품 A/S

제 품 보 증 서

수리를 의뢰할 경우 구입일자가 기재된 아래 내용을 제시하시면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델명

보증기간 1년

구입일         년        월        일

구매자
기관(학교)명

부서(학과)명

(1) 본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은 위에 기재된 내용대로 보증혜택을 받습니다.

(1) 무상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되므로 구입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일자 확인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위 혜택이 가능합니

다.)

(1) 구매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일 경우 협의 하에 교체부품 비용에 해당하는 수리비

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 : 입력전압 잘못 연결, 침수, 낙하, 자체임의수리 등)

(1) 보증기간 이후의 수리를 위한 출장비, 재료비 등은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방 안전 시스템 교육 연수 프로그램 

    KTE-FS01 : 수계·가스계 통합 전기회로 점검 실습
    KTE-FS02 :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점검 실습
    KTE-FS03 : 시험밸브 전기회로 점검 실습
    KTE-FS04 : 프리액션밸브 전기회로 점검 실습
    KTE-FS05 : R형 수신기 전기회로 점검 실습
    KTE-FS06 : 가스계 소화설비 전기회로 점검 실습
    KTE-FS07 :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실습
    KTE-FS08 : 접지저항 측정 실습

※ 동·하계방학 중 교원연수가 개설되오니 연락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철수 T:031-749-5373, F:031-749-5376, E:kcs@kteng.com 

mailto:kcs@kt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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