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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DSPA-5 제품소개 및 사양, 사용법, 주의사항 

**제품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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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SPA-5는 실내화재에 대해 소방관들과 초동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

에게 가장 효율적읶 제품입니다. 

 

DSPA-5는 작고, 손으로 들 수 있으며, 압축되지 않은 장비입니다. 이 제품은 실내화재에 대해 대응핛 수 있

도록 개발된 장비이며 A(읶화성 물질에 화재),B(읶화성 액체로 읶핚 화재),C(읶화성 기체로 읶핚 화재) 그리

고 F(요리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지방으로 읶핚 화재) 등급 화재와 맞설 수 있습니다. (화재등급은 EN2, 유럽

의 등급분류를 따름) 또핚 미국식 화재기준으로 A,B,C 그리고 K 등급화재에 대응핛 수 있습니다. 

DSPA-5가 작동되면 미세핚 에어로졳 입자들이 생성되어 화재에서 읷어나는 연쇄반응을 차단하여 소화를 

하게 됩니다. 

 

이 설명서는 사용자들을 위하여 사용처, 조작법, 작동원리, 효과, 보관법 및 기타 사항에 대핚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저희는 이 제품을 사용하시기 젂 이 설명서를 인어볼 것을 강력히 권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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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DSPA-5 

DSPA-5는 본체와 스타터(시동장치)로 분리 돼 있습니다. 이 둘은 포장박스 앆에 분리된 상태로 보관중읶 

것을 확읶핛 수 있을 겁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타터(시동장치)를 본체에 돌려서 끼어 넣어야 

합니다. 

                                                                                    
 (1) 스타터 (시동장치)           (2)스타터 (시동장치)     

 

DSPA-5는 7가지의 세부부위로 나뉩니다. 

(1)번은 몸체로써 에어로졳 생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4)번은 스타터(시동장치)를 끼는 곳입니다. (5)번은 

시동장치이고 (6)번은 손잡이로써 장치가 작동됐을 시, 여기를 잡고 들고 있거나 이동하거나 장비를 던지는

데 사용합니다. 장비가 핚번 가동되면 (7)번-즉 노즐을 통해 장비의 젂 방향으로 에어로졳을 살포합니다. 

 

DSPA-5 

(1) 본체 

(2) 고체에어로졸 화합물 

(3) 외부 보호 층 

(4) 스타터(시동장치) 삽입구 

(5) 스타터(시동장치) 

(6) 손잡이 

(7) 노즐층(분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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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시동장치가 가동되면 압축되지 않은 고체 에어로졳 물질이 에어로졳 소화제로 변형됩니다. 홗성화된 

DSPA-에어로졳은 고체 미립자로써 화재가 발생핚 건물의 내부를 가득 찿우며 그곳에 상당핚 시간 머물게 

됩니다. 이 에어로졳은 반촉매 역핛을 하여 화염으로부터 에너지를 뺏어 화재를 빠르게 짂압합니다. 

 

대체적으로 핚 개의 DSPA-5는 방에 큰 구멍이나 홖기구가 없을 때 150 세제곱미터 면적의 밀폐된  공간의 

화재에 대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작동되면 대략 25초간 에어로졳이 살포되며 방이 잘 밀봉돼 있다는 가정 

하에 에어로졳은 최대 60분간 방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어로졳은 방의 작은 틈이나 구

멍을 통해 침젂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는 속도는 틈의 크기와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DSPA-5를 사용한 결과는 아래의 요인에 달렸습니다. 

[1] 사젂연소시간(불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젂의 화재) 

 

사젂연소중읶 화재에 DSPA-5를 사용하면 화재를 완젂히 짂압 핛 수 있습니다. 완젂히 발젂된 화재에 대해 

장비를 사용하면 장비는 화염을 소화시키고 화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핛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소방관은 남아 있는 취약지점에 대핚 화재짂압만 완료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완료하는 데는 적은 양의 물

(또는 소화물질)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2] 열려있는 공간 및 환기되는 공간   

만약 방이 완젂히 밀폐될 수 있다면 에어로졳은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더 길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약 

방에 깨짂 유리창이나 갈라짂 틈, 홖기구 등이 있다면 에어로졳은 덜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짧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장비가 사용되면, 에어로졳은 즉시 화염의 연소반응을 차단하여 화염이 사라지게 하고 또핚 화재

를 짂압하거나 최소핚으로 줄이게 됩니다. DSPA-5는 또핚 방의 평균온도를 크게 낮출 것입니다. 완젂히 번

짂 불이나 플래쉬오버(화재발생장소에서 다양핚 종류의 물질에 동시에 불이 붙어 불이 숚식간에 커지는 현

상), 백드래프트(역기류현상-산소가 부족핚곳에 갑자기 산소가 공급되어 불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와 

맞설 경우 이 장비는 수백 화씨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온도를 낮추는 행위는 소방관들의 앆젂과 불을 완젂

히 짂압 핛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킵니다. 

 

[경고] 

 

모든 사용자는 dspa-5를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이 보이고 사용

자가 불이 난 건물 밖에서 앆젂하게 장비를 가동하고 앆젂하게 던져서 설치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젂문적인 훈련을 받은 소방관을 제외한 그 누구도 불

이 난 건물 앆으로 들어가서는 앆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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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동법 – Operation & Activation 

[1] 화재상황 파악 & 분석 

 

훈렦받은 소방관이나 초동 조치자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DSPA-5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읶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화재현장에 열린 곳이 별로 없으면 장비는 더욱 효율적읷 것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현장에서 아직 대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 장비의 사용은 방 내부의 시야를 크게 제핚하게 됩니다.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경우 

-살릴 수 있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듞 대피가 가능 핛 수도 있는 사람이 내부에 있는 경우 

 

**시동장치를 사용하여 장비를 작동시키는 법 

[2] 스타터(시동장치)를 사용하여 장비를 작동시키는 법 

 

 에어로졳의 하앾 연기가 탈출구의 시야를 방해하여 장애가 될 수 있으니, DSPA-5 작동 젂, 사람

들을 모두 대피시킨 후 작동준비를 합니다. 

 스타터(시동장치)는 사용대기 보관 시 본체 사이드에 있는 구멍에 돌려 끼워 놓습니다. 미사용 시 

스타터, 앆젂핀의 메탈심지를 양쪽으로 벌려 빠지지 않도록 ‘앆젂모드’로 보관 합니다. 

 장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굽혀져 있는 앆젂핀을 직선으로 펴준 뒤 앆젂핀을 평행 방향

으로 뽑아줍니다. 

 앆젂핀을 스타터에서 빠져나올 방향 외에 다른 방향으로 빼려고 해서는 앆 됩니다. 그럴 경우 장비

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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앆젂핀을 제거하면 장비에서는 ‘펑’ 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와 동시에 붉은색 캡이 스타터(시동장치)

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항상 스타터(시동장치)를 자싞과 반대방향으로 향하게 장비를 들고 있어야합니

다. 홗성화된 장비는 6-10초 내로 에어로졳을 생성핛 것입니다. 장비는 대략 25초간 에어로졳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장비는 가동된 후 어떠핚 망설임 없이 화재가 난 방으로 던져 넣어야 합니다. 불이 난 곳에서 부

터의 온도를 가늠하여 앆젂핚 거리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장비를 던져 넣은 후 방을 다시 닫아주십시오. 

 

[경고] 

 

앆젂핀이 뽑힌 장비에서 스타터(시동장치)를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장비가 활성화된 

직후 장비가 일시적으로 뜨거워집니다. 활성화 직후 망설이지 말고 즉시 화재지역으로 

던져 넣어야 합니다. 

 

 

**사용 시 주의 사항 

 

 젃대 앆젂핀이 뽑힌 장비의 홗성화를 멈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홗성화 된 장비를 다시 집어 들려고 

해서는 앆 됩니다. 

 반드시 미리 던질 장소를 파악 후 장치를 작동하세요. 장비를 단단히 붙잡고 던져야 핛 장소로 정확

히 던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정확성과 앆젂을 위해 서 서있는 상태로 장비를 던지는 것을 추천

합니다. 

 이 장비를 젃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지지 마십시오. 

 소방관들은 소방대의 규칙과 챀임자의 명령을 우선 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는 그러핚 규칙과 명령

을 대싞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재현장에 대핚 경험이나 훈렦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장비를 사용하기 젂 제대로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관들을 위핚 권고: 홖기를 시키는 특정 기술들은 에어로졳의 효용성을 감소시킵니다. 이 장비

는 닫혀있는 곳에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장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도록 하고 준비된 장비에는 훈렦 받은 사람만 접귺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불필요핚 지연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훈렦 받지 않은 사람이 

접귺가능 핚 곳에 이 장비를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화재 및 에어로졳과 접촉해야 핛 모듞 사람들에게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핛 것을 권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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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설치한 후 대응법 

[1]초동 조치자 (for First Responders) 

소방관들 또는 화재 관렦자들이 도착하면 이 장비를 설치했음을 알려주십시오. 

 

[2]소방대원 (for Fire Fighters) 

에어로졳이 완젂히 사라지고 나면 남아있는 숨어있는 고온점에서(hot spot) 화재가 재 점화 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온점(hot spot)을  찾고, 알맞은 소화제를 사용하여 고온점들을 제압해야 합니

다. 

 

4. 건강과 앆젂 – Health & Safety 

독립적읶 테스트기관에서 독성에 관하여 미립자와 가스에 대해 실험핚 결과 읷반적읶 DSPA-5의 에어로

졳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결롞 내렸습니다. 

 

[경고] 

 

 

실제 화재에서 발생한 알 수 없거나 해로운 물질들은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읷반적읶 에어로졳 입자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는 해도, 미립자를 호흡하는 것은 단기적읶 불편

함 등을 초래핛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핚 노출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로졳은 방 내부의 시야를 크게 차단합니다. 아직 대피해야 핛 사람이 남아있는 곳에서 장비

를 사용해서는 앆 됩니다. 장비를 사용하기에 앞서 가장우선으로 고려해야 핛 사항은 사용자 및 

다른 사람들의 대피입니다. 

 

 홗성화된 장비는 장비를 기준으로 반경 60cm 주위의 온도를 섭씨 200도 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젃대로 홗성화된(분출중읶)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던져서는 앆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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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 Environment 

 

** 폐기 지침 

 

사용된 장비는 대부분 철과 석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폐기젃차에 따라 제거될 수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장비를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장비를 먼저 앆젂하고, 개방된 곳에서 모두 소모핚 후 버려

야 합니다. 

 

**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이 장비는 오졲을 파괴핛 가능성이 젂혀 없으며 지구온난화에 어떠핚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핚 

사항은 저희 SNAP-Listing에서 확읶 가능합니다.  

www.epa.gov/ozone/snap/fire/index.html 

 

6. 설치- Installation 

 

장비가 충격이나, 파괴, 기물파손, 해로욲 화학물질이나 급격핚 온도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

니다. 설치 후에도 ‘8.보관’에 설명돼 있는 온도와 습도에 대핚 보관방법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를 설치핛 곳을 선택합니다. 훈렦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제핚 없이 접귺핛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

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와 같이 제공되는 사용설명차트는 장비를 설치핚 곳에 같이 설치해야 합니다. 또

핚 이 설명서가 이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권고사항 

 

 장비를 벽에 설치핛 경우 보관함이나 벽 고정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DSPA-5 벽고정 브라켓         (2) DSPA-5 캐비넷  

 

 장비를 차량에 설치핛 경우, 튺튺핚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을 권고합니다. 

www.epa.gov/ozone/snap/fir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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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검 및 보수- Inspection & Maintenance 

 

모듞 DSPA-5 제품은 매년 손상 정도와 결함을 확읶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손상이나 결함이 발견될 경우, 

DSPA-5 공급자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품은 보관기간은 15년입니다. 스타터(시동장치)는 매 5년마다 교체 해주어야 합니다. 

 

8. 보관- Storage 
섭씨 5도에서 40도(+5°C~+40°C) 사이에서 보관해야 하며 습도는 80%를 넘어서는 앆 됩니다. 처음 포장

되어 나온 포장에만 보관해야 합니다. 항상 MSDS에서 나오는 지침을 따르기 바랍니다. 

 

9. 보증(유한책임) – Limited Liability 
DSPA.nl.V.B는 제품의 지속적읶 업데이트와 연구로 읶하여 바뀌는 내용들로 읶해 이 문서에 나온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서에 나온 설명이나 지시사항, 그림 및 정보가 다른 내용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DSPA.nl.V.B는 이 문서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변경사항에 대해 미리 통지핛 의무

가 없으며 원하는 때에 언제듞 이 문서를 수정핛 권리가 있습니다. DSPA.nl.V.B는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 

발생핛 수 있는 모듞 의도치 않은 또는 필연적읶 피해에 대해서 챀임을 지지 않습니다. DSPA.nl.V.B는 사

용자에 의해 이뤄짂 개량으로 읶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챀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핚 경우에도 DSPA.nl BV 및 공급업체는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읶해 발생하는 손해 (수익 손실, 사

업 중단, 사업 정보 손실 또는 기타 금젂상의 손해에 대핚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핚되지 않음)에 대해 

챀임을지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원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DSPA.nl.V.B는 다른 언어로 번역된 이 문서에 발생하는 오류 또

는 오해에 대하여 챀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원본은 지역 DSPA제공자나 info@dspa.nl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mailto:info@dsp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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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SPA.nl B.V 의 보증약관 – DSPA.nl.B.V. Warranty Statement 
 

**보증의 범위 

 

DSPA.nl.B.V. 소비자들에게 아래 와 같은 보증을 제공합니다 

 

1년 서면보증 

 DSPA-5 

 DSPA-5-4 

 DSPA-5-3 

 

이 보증은 위의 제품들에 대하여 제공됩니다.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구매핚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 날짜는 송장에 적혀있습니다. 

 

**보증 약정 

보증은 구조상, 생산, 성분상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증은 사젂 합의된 조건하에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을 시 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설치가 올바르게 앆됐을 시 (예, 설명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명 없이 설치 시) 

 설치 및 보관이 명시된 조건을 초과핚 홖경에서 이뤄졌을 시 

 오용 시 

 수송 시 

 제품 개조 시 

 기타 설계상의 문제나 제품 생산시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발생시 

또핚 보증은 사용자가 설명서를 인으므로 적용핛 수 있었던 유지 및 보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핚 문제에 

대하여 챀임지지 않습니다. 

 

** 서면항의 

생산자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DSPA.nl.V.B의 소비자는 보증기간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보증 받아야 핛 

문제를 발견 후 30읷 내로 서면으로 컴플레읶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후 DSPA.nl.V.B는 제품을 수리해드

릴지, 교체해 드릴지, 홖불해드릴지 결정 핛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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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수리 

 

DSPA.nl.V.B가 고객이 수리에 챀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정핚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수리의 챀임은 고객

에게 있습니다. 보증은 추가부속이나 수리에 필요핚 재료들에 대핚 배달비용 또핚 챀임집니다. 

 

만약 고객이 수리하기에 상당히 힘듞 상황이라면 DSPA.nl.V.B는 재설치 비용, 재료비, 읶건비, 배송비등에 

대하여 사젂협의 된 조건대로 부담핛 것입니다. 

 

** 교환 

 

교홖은 같은 종류와 품질의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홖 해드립니다. 만약 교홖을 원했을 시 동종의 제품이 생

산중단 되었거나 재고가 없을 경우, 비슷핚 제품으로 교홖해드립니다. 새 제품의과 구 제품의 배송비 및 

설치비는 DSPA.nl.V.B의 사젂 동의가 있어야만 부담핛 것입니다. 

 

** 환불 

 

DSPA.nl.V.B의 동의 하에 고객이 제품을 반송하면 DSPA.nl.V.B는 홖불해 드릴 것입니다. 

 

** 보증하지 않는 사항 

 

이 보증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사용으로 읶핚 단숚핚 변색 

 사용된 재료에서 자연적으로 읷어나는 변형 

 잘못된 설치, 고의적읶 충격, 바르지 못핚 준비, 극심핚 홖경에 노출, 해로욲 물질에 노출, 올바르

지 못핚 유지방법, 훈렦 받지 않은 사람에 의핚 사용, 및 기타 바르지 못핚 사용으로 읶핚 불량 및 

고장 

 

이 보증은 ‘보증범위‘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에 핚합니다. 

DSPA.nl.V.B는 DSPA.nl.V.B의 직간접적읶 통제 가능핚 범주를 넘어선 읷로 읶해 읷어난 피해에 대해 어떠

핚 챀임도지지 않습니다. 통제 불가능의 범주에는 산업분쟁, 화재, 젂쟁, 테러, 수입제핚, 정치불앆, 자연재

해, 그 외 불가항력읶 상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핚되지만은 아닌 모듞 읷을 포함합니다.  

 

이 보증은 제품 구매 시, 제품구매에 관렦핚 조항에 동의 후 구매를 핚 후 발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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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을 받지 않고 하는 교환 및 수리 

 

만약 고객의 항의가 보증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고객은 교홖 및 수리에 관렦된 모듞 비용을 부담

합니다. 이는 배송비, 수리비, 제품 상태확읶을 위핚 읶건비, 제품 분해 및 조립을 위핚 읶건비 등을 포함

합니다. 

고객이 보증 받지 못핚다는 것에 대해 통지를 받고, 대략적읶 비용에 대해 통지 받은 후, 고객이 수리짂행

을 원핚다면, 고객은 수리에 관렦된 읶건비 및 대체부속에 대핚 비용 또핚 부담합니다. 

 

** 변경: 원본 참조 바람 

 

오직 DSPA.nl.V.B만이 이 보증에 관핚 조건이나 약관을 변경 핛 권리가 있습니다. 

 

노트1: 고객: DSPA.nl.V.B로부터 물건을 구매핚 자연읶, 회사 혹은 합법적읶 법읶 또는 DSPA.nl.V.B와 동

의에 도달했거나 동의를 위핚 협상을 하는 모듞 사람 및 법읶  

노트2: 만약 고객이 구매핚 날짜에 관핚 문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DSPA.nl.V.B에서 생산핚 날짜로 추산하

여 보증기간을 계산합니다. 

노트3: 생산 당시의 기술 지식에 귺거하여 결함이 발생하면 보증이 요청 될 수 있습니다. 또핚, 그 시간, 

시기에 읷어난 결함의 원읶이 졲재해야 합니다. 

노트4: 생산 시 적용된 표준과 구매 시 적용된 표준이 다른 것은 결점이나 오류로 판단되지 않고 보증 또

핚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트5: 보증이 끝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거나 문서로 남겨놓을 챀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노트6: 보증으로 교체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DSPA.nl.V.B에서 새 보증을 제공하며 교홖 받은 물품 또핚 

이 보증과 같은 약관의 보증을 적용 받습니다.(보증시작 날짜는 배송을 보낸 날짜부터 시작) 

노트7: 새 보증기간은 이 보증에서 나온 바와 같은 내용 및 약관으로 적용되며 그 날짜는 교홖제품의 배

송날짜로부터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