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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 장비의 소개

1-1. 수신기 사양

❖ 형    명 : GR형 복합식수신기
❖ 사용전원 : AC220V, 50/60Hz, DC24V 7A
❖ 예비전원 : DC24V 5AH(DC 12V/5AH X 2개) 연축전지
❖ 사용온도 : -10 ℃ ~ 50 ℃
❖ 사용습도 : RH 10% ~ 95% (결로되지 않는 조건)
❖ 규    격 : 벽부형  450(W) x 750(H) x 150(D)
❖ 계통당 접속중계기 : 220개(2회로, 4회로, 아날로그감지기 구분 없음)
❖ 최대계통수 : 4계통
❖ 통신방식 : 2선식 MULTI - DROP 방식
❖ 통신속도 : 9600bps
❖ 전송방식 : 반 이중 쌍방향 전송
❖ 네트워크 : TCP/IP 통신방식, 무한대 연결 가능
❖ 특    징 : 17인치 Touch Screen LCD Monitor

※ 수신기에서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수정이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본 수신기에는 예비전원 과방전 방지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비전원 사용 시 연축전지 
   방전 종지전압인 19.2V에서 예비전원이상으로 표시 하고 18V이하로 떨어질 경우 시스템 
   POWER보드에서 시스템으로의 전원공급을 중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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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비전원 최대부하 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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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 장 ] 기초이론

2-1. 자동화재탐지설비 기준 및 개요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화재의 초기현상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화재의 발생을 통보하여 주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소화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의 
조기발견에 의하여 초기소화를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화재의 확대를 최소한으로 저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이다.

구성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은 화재초기에 화재발생사실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감지기,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표시등, 수동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수동 발신기,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주경종, 지구경종, 시각경보장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발생장소를 표시하고 신호를 제어하는 수신기, 배선,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도



- 7 -

2-2. R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조원리 및 점검

1) R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개요 및 동작순서

① 개요

중대형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R형 시스템은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나 발신기 등의 경보발신장치가 
작동에 의한 접점신호를 통신신호로 변환하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기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② 구성

[R형수신기 구성도]

③ 동작순서

[R형 복합형 수신기 동작순서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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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형 복합형 수신기 동작순서 예시2]

④ P형과 R형 비교

⑤ P형과 R형 배선 비교

⑥ 중계기
신호변환장치로 중계기 내부에도 CPU가 있으며, 메인 CPU와 중계기 CPU가 통신카드를 거쳐 
프로토콜을 주고받는다. 중계기 내부의 릴레이 등의 소자를 통해 메인 CPU의 명령이 있을 때 
경종 및 사이렌으로 출력을 하며, 중계기로 감지기 등을 입력받아 중계기가 메인 CPU등으로 
입력신호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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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단자

출력단자

공통단자(-)

[중계기의 단자]

중계기 단자 단자의 기능
통신단자 중계기와 수신기간 통신살 수 있도록 통신선로를 결선하는 단자
전원단자 중계기에 전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전원선로를 결선하는 단자
입력단자 감지기의 설비확인 등을 결선하는 단자
통신램프 중계기와 수신기간 통신을 하고 있을음 확인할 수 있는 램프
어드레스 스위치 중계기의 고유 주소를 등록하는 스위치
출력단자 경종 및 사이렌 등 출력설비를 결선하는 단자

통신단자(+)

통신단자(-)

전원단자(+)

전원단자(-)

공통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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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주소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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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작동원리
- P형 시스템은 각 경계구역마다 수신기와 감지기 및 발신기간에 다음의 그림처럼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회로의 종단에 저항이 설치되어 있어 적은 전류만 흐르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회로에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계전기가 작동하여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경보장치, 연동되는 소방시설을 작동시킨다. 감지기는 회로에서 스위치의 역할을 하여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기능을 한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접점이 닫혀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발신기는 사람이 누름스위치를 누르면 
접점이 닫혀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R형 시스템은 감지기나 발신기가 작동하면 특정한 통신신호가 수신기에 발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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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형 수신기 계통

R형 수신기에는 각각의 계통을 나누어 설치할 수 있는데, 하나의 계통에는 중계기를 100여대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중계기에는 개별적으로 주소가 있다. 예를 들어 1계통 1번 중계기 1번회로의 감지기 동작신호가 
입력 시 통신신호로 수신반에 전달되고, 이벤트 발생을 수신기에서 메인창에 표시한다. 그리고 
수신기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등록되어 있는 연동표에 따라 다시 중계기에 경종 및 사이렌 등의 
출력을 내보내라는 명령을 준다.

          

[R형 수신기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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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형 수신기의 내부 구성

① R형 수신기의 일반적인 내부 구조

주제어부인 CPU모듈과 중계기와 아날로그감지기를 연결하는 ALD모듈 및 전원을 공급 
감시하는 Power모듈 등의 보드가 있으며, 전원부와 연결단자대로 구성되어 있다.

- CPU 모듈

메인 CPU를 통하여 모든 소방 시스템에 입력도 받고 출력도 내보내면서 메인창에 이벤트 발생을 
알려준다. 각 중계기 및 아날로그 감지기 등에는 개별 주소가 있다. 그 주소를 이용하여 메인 CPU가 
담당 중계기 및 감지기에 출력을 주거나 입력을 받는다. 주소 등을 입력하는 별도 저장 공간이 
수신기에 있는데, 그 공간에 각 주소 및 주소에 따른 명령들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저장하게 되며, 
이것을 연동표라고 한다.

- 통신 모듈

메인 CPU와 중계기 및 아날로그 감지기 사이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보드이다. 
기본적으로 통신카드 1개당 2계통씩 담당하고, 1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중계기는 100대 이상이다. 
보통 수신반은 16계통 및 36계통 이상도 사용한다.

RP Module

SLC Board

P/S 1 ~ 6 
Input/Supervisory 
Board

기동 1 ~ 6 
Input/Supervisory 

Board

발신기,전화,공통,표시
등, 24V 기본 Board

예비전원 입력
발전기,한전

예비전원

Power Module
(전원부)

Embedded system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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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모듈

각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며, 전원상태를 감시한다.
AC전원을 DC24[V]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트랜스와 스위치, 퓨즈로 구성되어 있다.

- RP 모듈

비상방송의 R/P신호를 입력받아 통신 및 접점으로 출력한다.

- 예비전원

무보수 밀폐형 연축적지 또는 니켈카드뮴전지를 사용한다.

4)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① P형 수신기

 P형수신기는 화재신호를 접점신호인 공통신호로 수신하기 때문에 각 경계구역마다 별도의 
실선배선(Hard Wire)로 연결한다. 그러므로 경계구역수가 증가할수록 회선수가 증가하게 된다. 
 대형건물은 많은 회선이 필요함으로 설치, 유지, 보수에 문제가 되므로 소규모 건물에 설치된다.
② R형 수신기

R형수신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접점신호를 중계기를 사용하여 고유신호로 전환하여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과 통신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주소형감지기를 사용하여 직접 고유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R형수신기는 통신신호방식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의 
선로를 통하여 많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 배선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경계구역수가 많은 대형건물에 많이 사용된다.

P형 구분 R형
공통신호

신호방식
고유신호

접점신호 통신신호
실선배선 배선 통신배선

- 중계기의 
주기능 접점신호 → 통신신호로 전환

일반적으로 소형건물 설치건물 일반적으로 대형건물

[표] P형과 R형의 차이점



- 15 -

③ 사용방식에 따른 구분

- 복합형 수신기

다른 소방시설의 감시제어반과 함께 구성된 수신기를 복합형 수신기라고 한다. 복합형수신기도 
신호방식에 따라 P형복합형수신기와 R형복합형수신기로 구분된다.

- GR, GP형 수신기

가스누설탐지기의 수신기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수신기를 신호방식에 따라 GP, GR형수신기라고 
한다.

④ 수신기의 기능

- 전력공급기능

수신기에 공급되는 AC 220V전원을 DC 24V전원으로 전환시켜 수신기내부의 전원으로 사용하고,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렇게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220V 교류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유도전류가 발생하여 오작동이 발생하며, 기판의 사용년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DC 24V를 사용한다.

- 수신기능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다.

- 기동기능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화재표시등을 점등시켜 화재발생표시를 하고, 
화재발생위치를 표시등 또는 문자로서 표시를 하고, 화재발생을 건물내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경보장치를 기동시킨다. 그리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구성된 소방설비들도 기동시킨다.

- 시험기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화재표시 작동 시험을 할 수 있다.

- 복구기능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원인이 제거된 후에 정상상태로 복구시키는 기능이 있다.
- 기타기능

위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시스템유지관리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이 부가된다.

⑤ 수신기 설치기준

1)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 할 것
2)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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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 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4) 지하층․무창층으로 환기가 잘 아니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6)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계구역일람도란 화재발생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의 경계구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7)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수 있는 것으로 
할 것
8)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9)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10)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 할 것
11)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간 상호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12)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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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 장 ] 시스템 설치

3-1. 중계기의 단자연결
중계기는 눈, 비, 직사광선 등의 외부기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10℃이상 50℃미만이고, 
습도가 90%이하인 결로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중계기는 좌측상단과 우측하단의 고정 홀을 이용하여 4mm 비스나 볼트로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① 전원 및 통신선 연결
전원은 DC24V ±10%를 사용하며 통신단자와 전원단자는 다음 중계기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2개씩 준비 되어 있습니다.
전원은 일반적으로 수신반 또는 각 동의 보조전원 공급장치로부터 공급받으며, 통신선로는 
수신반 또는 중계반 단자대에 표기한 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② 감지기 연결
감지기의 양단을 중계기의 입력 (+)단자와 입력 (-)단자 간에 각각 연결하며 여러 개의 감지기를 
병렬로 연결 할 수 있습니다. 회로의 말단에는 10KΩ의 종단저항을 감지기와 병렬로 연결합니다.

③ 지구경종 연결
경종의 선로를 중계기의 출력 (+)단자와 (-)단자에 연결합니다.

④ 사이렌 연결
사이렌의 접속수량이 많을 경우 순시전류값이 높아지므로 외부릴레이를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⑤ 댐퍼회로 연결
댐퍼의 경우도 싸이렌과 마찬가지로 접속수량이 많을 경우 보조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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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신기와 경계구역간의 배선

1) 하나의 경계구역의 연결

하나의 경계구역에는 일반적으로 감지기, 발신기, 지구경종으로 구성되는데 회로선(+),응답선, 
전화선은 하나의 공통선(-)을 사용하고 지구경종선, 표시등선은 별도의 공통선을 사용하여 
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전선가닥수는 회로선, 응답선, 전화선, 
회로공통선, 지구경종선, 표시등, 공통선 7가닥의 전선이 필요하게 된다.

2) 여러 경계구역의 연결

하나의 경계구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로선(+), 응답선, 전화선, 회로공통선, 지구경종선, 
표시등, 공통선 7개의 기본선 중에 응답선, 전화선, 지구경종선, 공통선, 표시등선은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계구역수가 늘어나더라도 별도의 전선수가 늘어나지 않으나, 감지기 회로선은 
경계구역수 만큼 필요하게 된다.
단 감지기 회로의 공통선(-)은 7개이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함으로 경계구역수가 7개마다 
한선씩 늘어나게 되며, 지구경종이 직상층 경보방식으로 구성된 대상물에 대해서는 지상층의 
각 층마다 구분해서 경보를 해주어야 함으로 지상층의 각 층마다 한선씩 늘어나게 된다.

3) 종단저항 설치기준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
㉡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감지기회로는 송배전식으로 한다.

                                       [그림] 여러 경계구역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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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시험 및 실습

1) 설비관리 및 점검 시 유의사항

① 사무실 용도의 건물로서 수신기가 당직실에 설치된 경우, 주간에는 감시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간 감시를 위해 적절한 장소에 부수신기를 설치 한다.
② 동작시험에서 해당 지구표시등이 점등되지 않는 경우에는 릴레이 등의 이상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표시등의 램프가 끓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이 때는 반드시 경종을 작동시켜 보아야만 
확실하게 이상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③ 도통시험에서 단선 또는 단락 상태로 지시치가 나타난 경우라도 실제로는 회로의 단선이나 
단락이 아닌 종단저항치에 의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종단저항치가 작은 경우, 단락 
가까이 지시하게 된다)
④ 부속장치로서 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제연설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검토하여 
연동장치를 해제하거나 충분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⑤ 지구음향장치를 작동시킬 때는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2) 수신기의 기능 및 시험

- 표시등과 스위치의 기능(P형 기준)
수신기는 제조회사에 따라 표시등 및 스위치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표시등과 
스위치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 수신기마다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어 있어 이를 
참조하면 표시등과 스위치들의 기능을 알 수 있다.

     

[그림] P형 및 R형 수신기의 외형

⒜ 화재표시등 : 화재발생표시
⒝ 지구표시등 : 해당 경계구역표시
⒞ 부저 : 발신기의 전화잭에 휴대용 수화기를 꽂으면 작동
⒟ 발신기작동표시등 : 발신기가 작동했을 때 점등
⒠ 전압상태표시등 :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전압을 표시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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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표시하며, 예비전원으로 전환시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한다.
⒡ 예비전원표시등 : 예비전원 사용시 점등
⒢ 교류전원표시등 : 교류전원 사용시 점등
⒣ 축전지이상표시등 : 축전지에 이상이 있을 때 점등
⒤ 도통시험스위치 :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스위치로서 본 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선택스위치를 순차적으로 돌려가며 도통상태 표시등을 보면서 점검 한다.
⒥ 작동시험스위치 : 수신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스위치로서 본 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선택스위치를 순차적으로 돌려가며 화재표시등 점등, 해당 지구표시등 점등, 
주음향장치(주경종)․ 지구음향장치(지구 경종)작동등이 정상적 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한다.

⒦ 자동복구스위치 : 신호가 수신될 때만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하도록 하는 스위치로서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복구된다. 자동복구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작동시험을 
하면 회로가 선택 될 때만 표시등 및 음향장치가 작동되고 다음회로로 돌리면 그 전 회로의 
상태는 복구된다. 그리고 본 스위치를 눌러 놓고 감지기의 본체를 열고 베이스의 (+)와 (-)의 
회로를 닫아 전류가 통하도록 하면 회로가 닫힐 때만 표시등 및 음향장치가 작동되고 다시 
회로를 열면 표시등 및 음향장치가 멈추기 때문에 각 감지기의 도통상태를 점검하는 데 
용이하게 쓰인다.

⒧ 도통상태표시등 : 도통시험시 회로의 단선유무를 표시해주는 표시등이다.
⒨ 스위치주의 표시등 : 스위치가 정상의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을 때 점멸하는 표시등이다.

자동복구․도통․작동․주경종정지․지구경종정지 등의 스위치가 눌러져 있을 때 작동한다.
⒩ 복구스위치 : 감지기와 발신기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처음부터 다시 인식하게 하는 스위치로서

수신기에 표시등과 음향장치가 작동상태에 있을 때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인식하게 됨으로 신호가 계속 들어오면 다시 표시등과 음향장치가 작동되며,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작동을 멈추게 된다.

⒪ 주경종정지스위치 : 주경종의 작동을 멈추게 하거나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주경종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스위치이다.

※ 주음향장치는 스위치에 의하여 주음향장치의 울림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경계구역의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음향장치의 울림 정지기능을 해제하고 
주음향장치가 울려야 한다.

⒫ 지구경종정지스위치 :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스위치다.
⒬ 회로선택스위치 : 도통․작동시험시 각 회로를 선택하는 스위치다.
⒭ 전화잭 : 휴대용수화기를 꽂을 수 있는 잭

3) 수신기의 점검 시험 실습(P형 기준)

① 평상시의 상태
  ⒜ 교류전원등만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 스위치주의등은 다른 스위치가 정상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 점멸 한다.
  ⒞ 주경종정지, 지구경종정지스위치가 정지에 있으면 화재가 발생해도 경종이 울리지 않게 되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철저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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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용전원의 점검
  ⒜ 교류전원등이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전압의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③ 예비전원(설비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의 점검
   예비전원의 점검사항은 축전지용량의 적정여부와 상용전원 차단시 바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이다.
  ⒜ 예비전원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다.
  ⒞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한다(전환여부점검)
  ⒟ 전압계의 지시치가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한다(용량점검)
  ⒠ 전압계 대신 전압상태표시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압표시등이 정상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④ 도통시험
  도통시험은 수신기단자와 감지기회로선의 접속상태, 감지기회로의 단선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다. 도통시험은 수동으로 점검하는 수신기가 있고, 자동단선감시기능이 있는 
  수신기(R형)가 있다.
  ⒜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다.
  ⒝ 회로선택스위치를 순차적으로 회전시키며 회로를 하나씩 선택하며 아래의 사항을 점검한다.
  ⒞ 전압계의 눈금을 확인하여 지시치가 0V는 단선, 2-6V는 정상, 24V는 단락(감지기나 발신기  
     작동 혹은 단락)인지를 확인한다.
  ⒟ 전압계가 없는 것은 정상을 표시하는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 예비회로인 경우에는 단선으로 표시된다.

4) 수신기의 점검 시험 실습(R형 기준)

  자동단선감시기능이 있는 수신기는 회로가 단선이 되거나 접속이 안된 경우에는 해당 
  회로의 지구표시 등이 점멸한다. 그러므로 별도의 도통시험이 필요없다.

⑤ 화재표시 작동시험
  작동시험은 수신기가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경보장치가 기동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 작동시험스위치를 누른다.
  ⒝ 회로선택스위치를 순차적으로 회전시켜 회로를 하나씩 선택하며 아래의 사항을 점검한다.
  ⒞ 화재표시등과 선택된 회로의 지구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 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화재표시시험(동작시험) 방법 요약
회로동작시험 스위치를 정상상태에서 시험측으로 바꾼뒤, 회로선택스위치(Rotary type)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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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회전시킨다. 이 때 시험은 자동 복구상태로 하여 1회선씩 실시하며, 
자동복구 스위치가 없으면 일제 복구 스위치를 이용한다. 각 회선의 표시창과 회선번호를 
대조하고, 화재표시등 ⁃ 화재지구표시등의 점등, 음향장치의 작동상태, 릴레이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P형의 경우이며, R형의 경우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 회로도통시험 방법 요약
도통시험용 스위치를 정상상태에서 시험측으로 두고, 회로선택스위치를 순차적으로 회전시킨다. 
시험용 계기에 지시치가 각 회로별로 소정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도통시험 결과는 통상 전압계
에서 나타나도록 하고 있으나 전류계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단선 : 배선의 접속불량또는 선로가 끊어진 경우
• 단락 : 감지기의 동작 ⁃ 발신기의 누름스위치 동작 또는 합선인 경우

3-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동작 및 연동 시험 실습
각 소방설비 시험 및 실습 시 아래의 블록도, 수신기 및 모자익판넬에서 동작, 표현되는지 확인한다.

[그림]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도

1) 화재표시 시험 실습

화재로 감지기가 작동하거나 발신기의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수신기 전면의 해당선로 표시등이 
점등되어 화재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유지되는지를 수신기에서 시험 한다.

가) 시험방법 
  ① 해당 경계구역의 발신기 또는 감지기를 동작
  ② 수신기의 시험스위치(P형), 또는 동작시험(R형) 실시
나) 시험순서
  ① 수신기의 자동복구 스위치를 누르고 화재 연동시 피해가 우려되는 설비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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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실시
  ③ 작동상태 확인 - 해당 경계구역의 화재표시 동작 확인,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 
                     동작 확인 
                   - 기타 연동설비(소화설비 및 유도등 등) 동작 확인
  ④ 동작설비 복구 및 수신기 복구

2) 회로도통 시험 실습

회로도통시험이란 송배선식으로 연결한 감지기배선이 발신기를 거쳐 수신기까지 연결된 선로가 
단선, 단락 없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감지기 작동시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기까지 전달되는지를 
시험 한다.

가) 시험방법 
  ① P형 -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선택스위치를 순차적으로 동작
  ② R형 - 평상시 자동으로 감시 함(단선시 자동 표시), 도통시험 불필요
나) 확인 및 주의사항
  ① 수신기의 화재 연동시 피해가 우려되는 설비는 정지하고 시험한다.
  ② 회로별로 종단저항 양단의 단자전압이 24V±20% 정도이면 정상이다.
  ③ 시험시 전압계의 지침이 2~6V 정도를 지시하면 해당 경계구역의 감지기의 선로 접속상태가 
정상이다.
  ④ 전압계의 지침이 0V를 지시하면 감지기 선로의 상태가 단선상태를 의미한다.
  ⑤ 전압계의 지침이 적색부분을 지시하면 감지기 선로의 상태가 단락상태를 의미한다.
  ⑥ 2V이하를 지시하면 종단저항의 저항 값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의미 함

3) 수신기 제어기능 시험 실습

가) 옥내, 외 소화전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을 시험하고 확인한다.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 기능
  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
  ③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기능을 시험하고 확인한다.
  ① 각 유수검지장치, 압력검지장치 및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기능
  ② 수원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 감시 표시 기능
  ③ 압력검지장치를 개방시킬 수 있는 기능
  ④ 각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
  ⑤ 압력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를 경계구역별로 표시하는 기능
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제어기능을 시험하고 확인한다.
  ①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를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30초 이내) 등의 제어 기능 
  ②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저 등의 경보장치의 제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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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와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제어하는 기능
  ④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제어하는 기능
  ⑤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 수동의 전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제어하는 기능
라) 제연설비의 제어기능을 시험하고 확인한다.
  가동식의 벽, 제연경계벽,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감지기와 연동되는 기능과 수동으로 제어가 
  가능한지 확인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결선 및 연동 시험 실습

아래의 결선도를 참조하여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 셋을 수신기에 결선하고 동작시키고 기타의 
소화설비와 연동을 확인 한다.

[그림] 자동화재탐지설비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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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 장 ] 수신기의 시스템

4-1. 수신기의 기능

1) 표시부(LCD 화면)

- 평상시

화면상단의 초기화면 버튼을 클릭하면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조감도는 D:\FireMon\FME 폴더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1

3 4 5

① 수신기 번호를 표시 합니다, 수신기의 상태를 표시 합니다.
(수신기의 네트워크 연결 시 수신기 ID로 사용되며, 본 수신기 번호는 장비연동표(FLT) 및 
평면도(FME) 작성시에 지정 합니다.),
② 동작 또는 이상의 신호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동작된 회로의 카운트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③ 자동복구 및 축적화재를 설정합니다.
④ 시스템 전압 및 배터리전압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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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작설비 / 전체설비

동작설비를 선택하면 현재 동작중인 설비의 해당 심볼만 표시되고, 전체설비를 선택하면 
전체설비의 심볼이 표시됩니다.

➢  화재 등 회로 동작 및 이상 발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재신호 입력 시 해당설비가 있는 단면도 또는 평면도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  초기화면의 조감도의 건물을 클릭하면 해당 건물의 단면도로 이동 합니다.
➢  단면도상의 감지기 및 기타 심볼을 표시하며 동작 시 색상이 변하게 됩니다.
  ◆ 화재(적색), 축적(보라), 감시(청색), 단선(회색), 통신이상(흑색), 격리(등색)
➢  심볼을 선택하면 화면 상부에 회선설명이 표시되며, 중계기제어 버튼을 클릭하면 
    입/출력시험 및 회로차단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화면은 “FireMonEditor” 프로그램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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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펌프제어

상단메뉴의 펌프제어 버튼을 클릭하면 펌프제어화면으로 전환 됩니다.

➢ 펌프의 수동, 자동, 정지 등을 제어하며, 펌프동작상태 및 압력스위치의 상태를 표시 합니다.
➢ 화면의 수동, 정지, 자동의 스위치를 클릭하면 MCC UNIT의 MODULE을 제어합니다.
➢ 장비연동표에 등록된 펌프만 제어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며, 수신기시스템의 MCC 조작부와 
   연동 됩니다.



- 28 -

4) 중계기제어

초기화면 상단의 중계기제어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에 연결된 중계기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 초기화면 상단의 중계기제어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에 연결된 중계기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 됩니다.
➢ 상단에 연결된 계통이 표시되면 해당계통 번호를 클릭하면 연결된 중계기 상태가 표시 됩니다.
➢ 중계기별 입, 출력 현황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계기아이콘을 회로별 동작상태에 따른 
대표색상 으로 표시 됩니다.
-.정상(녹색), 화재(적색), 축적(보라), 감시(청색), 단선(회색), 통신이상(흑색), 격리(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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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기 회로시험

중계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입,출력 시험을 할 수 있는 중계기 제어창이 나타납니다. 
제어창에는 입,출력 회선별 연결되어 있는 위치 및 장치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 1번 중계기를 클릭하게 되면 입력(감지기)과 출력(지구경종)을 동작시험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 상단에 연결된 계통이 표시되면 해당계통 번호를 클릭하면 연결된 중계기 상태가 표시 됩니다.
➢ 중계기별 입, 출력 현황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계기아이콘을 회로별 동작상태에 따른 
   대표색상으로 표시 됩니다.
-.정상(녹색), 화재(적색), 축적(보라), 감시(청색), 단선(회색), 통신이상(흑색), 격리(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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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에 1번을 누르게되면 P형 수신기의 동작시험처럼 수동으로 1번중계기에 연결되어 있는 
   감지기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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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기 회로시험을 하게되면 먼저 축적이 발생하는데 현재 설정되어있는 시간이 20초이기
 때문에 20초동안 수신기내에있는 음향장치만 발동하고 각 지구경종은 20초동안은 작동하지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감지기의 오동작 또는 비동작으로 인해 비화재보가 많이 발생하므로 
축적시간을 적용시켜 사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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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시간(20초)가 다 지나고 나면 실제 화재로 인식하여 R형 수신기에 화재발생이 뜨고
각 지구경종에도 음향장치가 울리게 됩니다. 이때 수신기의 수신기복구버튼을 누르게되면 
원상태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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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중계기 제어화면에서 격리버튼을 누르게되면 감지기가 감지하더라도 작동을 안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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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출력의 차단을 누르게되면, 감지기가 작동하더라도 경종을 안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  입,출력 회선 연결상태가 표시되며, 회선별로 입,출력시험 및 격리 차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입력격리 : 격리버튼을 누르면 중계기의 해당회선의 입력을 격리(입력아이콘 등색으로 표시) 
되면서 해당회선 입력으로 기동출력된 출력이 모두 복구 됩니다.
▪ 입력시험 : 중계기의 입력을 동작시켜 연동설비의 기동시험을 합니다.
(입력 아이콘을 화재는 적색, 가스는 황색, 감시는 청색, 격리는 등색으로 표시)
▪ 출력차단 : 중계기의 해당 회선의 출력을 차단(출력아이콘 등색으로 표시)
▪ 출력시험 : 중계기의 출력을 동작시켜 연동설비가 기동됨(출력아이콘 녹색으로 표시)
▪ 해당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동작, 다시 클릭하면 복구 됩니다.
➢  이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중계기 번호를 이동 할 수 있습니다.
➢  중계기의 통신 고장 시 통신 아이콘이 흑색으로 표시 됩니다.
➢  중계기에 공급되는 전원이상 발생시 전원아이콘이 흑색으로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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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기록

상단의 운영기록 버튼을 클릭하면 운영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  모든 수신기의 동작사항들은 날짜/시간별로 기록, 저장되어 있습니다.
➢  검색시 최근 발생한 기록부터 과거기록 순으로 100,000건까지 조회가 가능 합니다.
➢  날짜별, 검색조건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된 기록을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터 인쇄 및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로그 버튼을 클릭하면 운영기록 DB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신기에서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수정이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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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록 복사 및 출력

운영기록 창 우측 상단의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검색한 기록을 출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Excel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확인창이 뜨면서 FireMon\Excel폴더에 저장됩니다.
이 파일을 복사하여 다른 PC로 복사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인쇄버튼을 클릭하면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 프린터 선택 후 Print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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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면저장

상단의 화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화면을 저장 합니다.

➢ 화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FireMon\Screenshot 폴더에 저장되며, 저장된 파일명 확인창이 
나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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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스템 설정 및 화인

1) 수신기 시스템 설정

① 초기화면 상단의 시스템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  예비전원시험 버튼을 클릭하면 약 10초간 배터리 방전 시험 진행 후 자동으로 복귀 합니다.
➢  예비전원시험을 하는 동안 예비전원 시험중 이란 안내 창이 나타납니다.

➢  비상방송모드 : 비상방송모드 설정시 다음과 같이 동작 합니다.
➢  설정 : 비상방송 연동정지 해제시 연동정지 명령 및 출력회선 정보를 함께 송출 함.
➢  해제 : 비상방송 연동정지 해제시 연동정지 명령 만 송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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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기화면 상단의 시스템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  음향장치 및 각종 설비에 대한 화재신호와 연동되는 신호를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각 설비의 정지 시 해당설비의 램프가 적색으로 점멸하며, 한번 더 클릭하면 정지가 
   해제 됩니다.
➢ 장비 연동표(FLT)에 의해 연동된 각각의 설비가 정지 됩니다.
➢ 연동정지 기록은 모두 운영기록에 기록 됩니다.
➢  자동복구설정 : 감지기가 작동 후 복구되면 설비 및 기타출력이 자동으로 복구 됩니다.
➢  축적화재설정 : 감지기(중계기)의 축적기능 On/Off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축적시간설정 : 축적시간 버튼을 클릭하여 축적시간을 10~50초에서 10초 간격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2) 실시간 로그

➢  감지기의 동작 또는 이상의 신호가 입력되면 실시간으로 동작된 회로의 개수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  해당종별의 버튼을 클릭하면 경보검색 창이 표시 됩니다.
➢  회선정보의 회선번호를 더블클릭하면 입출력 회로 시험 창이 나타납니다.
➢  각 정보검색창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정보검색리스트를 인쇄 또는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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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체로그
감지기의 동작 또는 이상의 신호가 입력되면 실시간으로 동작된 회로의 개수를 숫자로 
표시하고 전체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이벤트의 현황을 표시 합니다.

② 화재로그
화재신호 입력현황을 실시간으로 표시 합니다.

③ 가스로그
가스신호 입력현황을 실시간으로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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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축적로그
축적중인 화재신호 입력현황을 실시간으로 표시 합니다.

⑤ 감시로그
설비 감시 입력현황을 실시간으로 표시 합니다.

⑥ 이상로그
선로 단선 발생현황을 실시간으로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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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격리로그
격리정보창의 회선정보를 더블클릭 하면 중계기 제어창으로 연결되어 격리된 회선을 각각 
해제할 수 있으며, 격리정보창의 격리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설비의 격리가 해제 됩니다.

⑧ 고장로그
통신카드(CCU) 및 중계기의 고장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표시 합니다.

⑨ 시스템고장 로그
통신카드(CCU)를 제외한 시스템의 고장발생현황을 실시간으로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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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상태 확인

상단에 수신기번호(수신기2)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수신기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 상태창이
나타납니다.

➢ 적색은 확장 가능한 보드 갯 수이며, 녹색은 현재 정상 동작 중인 것을 표시 합니다.
   장비연동표에 등록된 기준으로 사용 중인 보드를 표시 합니다.
➢ 수신기 종료
   수신기 종료버튼을 클릭하면 수신기 프로그램이 종료 되면서 PC가 종료 됩니다.

4) 수신기 표시 및 조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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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3

①  수신기의 각종 동작 입력 상태를 표시 합니다.
②  시스템 설정 및 음향관련 연동정지 기능
   • 주 음향 및 기타음향에 대한 On/Off를 제어합니다.
   • 각 설비에 대한 연동정지 On/Off를 제어합니다.
   • 수신기복구 버튼을 누르면 수신기의 모든 정보가 초기화 됩니다.
   • 자동복구 설정 시 누르면 감지기가 작동 후 복구되면 설비 및 기타출력이 자동으로 복구 
     됩니다.
   • 축적화재 설정 시 예비화재경보 후 축적된 시간 동안 화재경보를 유보 합니다.
③  주 음향 및 기타음향 부저음이 출력 됩니다.
④  MCC 직기동 제어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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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조작부

①  스위치 조작부
▪ 자동 : 펌프 압력스위치 확인신호 입력 시 자동으로 기동 출력 한다.
▪ 정지 : 펌프 압력스위치 확인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동출력을 정지 한다.
▪ 수동 : 펌프 압력스위치 확인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동 출력을 한다.
②  스위치 잠금
▪ 각 펌프 작동스위치의 접촉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잠금해제 시에만 자동, 정지, 수동 
스위치 조작이 가능합니다.
▪ 잠금 시 : 녹색 LED 점등
▪ 잠금해제 시 : 적색 LED 점등
③  강제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적색 LED가 점등되면서 기동중인 모든 폄프의 기동이 정지 
    됩니다.
④  LED표시부
▪ P/S LED : 압력스위치의 확인상태 표시
정상 : LED Off
▪ 동작 : 적색 LED 점등
▪ 확인 LED : 펌프기동확인 입력시 적색 LED 점등
⑤  기동지속 설정
펌프별 기동 지속유지 설정을 위해서는 MCC Panel 안쪽의 딥스위치(DIP1)를 이용하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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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1 : 1번 On시 지속 OFF시 자동 복구
-.펌프2 : 2번 On시 지속 OFF시 자동 복구
-.펌프3 : 3번 On시 지속 OFF시 자동 복구
-.펌프4 : 4번 On시 지속 OFF시 자동 복구
-.펌프5 : 5번 On시 지속 OFF시 자동 복구
-.펌프6 : 6번 On시 지속 OFF시 자동 복구

5) 관리자 설정 모드

※ 수신기 종료시 PC가 종료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동표 파일 저장 및 환경 설정시에에는 다음
과 같이 프로그램 종료 후 윈도우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1. 수신기 USB 포드에 키보드를 연결 합니다.
2. 프로그램 좌측상단의 로고 부분을 더블 클릭 합니다.

3. 암호 창에 ‘jtech’을 입력 후 OK버튼을 클릭 합니다.
4. 마우스를 Windows 화면 좌측하단으로 이동하면 작업표시줄이 나타납니다.
5. 이때 우측에서 2번째 아이콘(PCmanFM파일관리자)을 클릭하면 탐색기 창이 팝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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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C I/O Port 사양

A. USB : DATA 업로드용
B. DVI : 미사용
C. LAN : 미사용
D. SPEAKER :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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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 장 ] R형 수신기 동작설명

5-1. 각 층 감지기에 의한 동작

1) 감지기 동작

2) 축적발생

- 30초의 축적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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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발생

4)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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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중계기 회로시험에 의한 동작

1) 중계기 제어 입력신호

2) 축적발생

- 30초의 축적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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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발생

4)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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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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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6 장 ] 부록

6-1. 참고문헌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해설 / 국민안전처
2. P형 복합식 수신기 제품 사양서 / ㈜전원테크
3. P형 복합식 화재수신기 사용설명서 / ㈜전원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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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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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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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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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 : 입력전압 잘못 연결, 침수, 낙하, 자체임의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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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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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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