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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ED

The High-Tech Fire Fighting Technology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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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강운파인엑스 제품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의 올바른 설치와 사용을 위하여 본 설치 매

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설치 또는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본 매뉴얼을 참고

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소화장치의 내부에는 가연성 고체 소화약제가 들어있으며, 유리벌브형 자동 작동장치에 의해 작

동합니다. 외부의 충격이나 물리적인 변형에 의해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의사항을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1) 설치 중에

 ·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 및 습기를 피할 수 있는 내부공간에 설치합니다. 

 ·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56℃ 이하인 장소에만 설치하십시오)        

   열에 의해서 제품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및 취급 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낙하 충격에 의해 소화기가 오작동할 수 있으니 절대로 낙하시키

지 마십시오.

 · 설치 중 유리벌브 및 에어로졸 방출구 노즐 테이프의 손상이 없도록 합니다. 만약, 손상이 있다면 서비스 

지정점에 문의바랍니다.

 · 지지장치(브라켓)를 벽면에 단단히 고정한 후에 소화장치를 밴드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그 후에 노즐방향

을 소화대상물에 향하도록 합니다. 단, 소화 대상물이 가연성 액체일 경우에는 직접 분사되지 않도록 설치

하십시오.

01. 일반사항

02.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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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 장소를 옮길 경우,  지지장치의 볼트(내진동 특수 볼트임)는 미사용 제품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방호 체적에 맞는 사양을 설치하십시오. 방호 체적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을 설치하면 소화를 못할 수 있으

며, 방호 체적보다 높은 사양의 제품을 설치하면 소화공간 내부에 압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소화대상물로부터 소화장치의 설치높이(거리)는 최대 설치높이보다 낮게 하십시오. 

 · 소화 대상물 및 인체와의 최소 이격거리는 준수하십시오.   

 · 설치 시 노즐 앞에 서지 마십시오. 

   오작동 시 화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안전핀이 부착된 상태로 설치하고, 설치 완료 후에 센서안전핀, 안전핀을 제거하십시오. 안전핀이 

제거된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이나 열에 의해  유리벌브가 깨지면 소화장치는 즉시 작동합니다.

2) 사용중에

 · 본 제품은 열(온도)에 의해 유리벌브가 깨지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소화장치입니다

 · 본 제품은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하고 소화성분인 흰색의 에어로졸이 노즐을 통하여 분사됩니다. 이 에어로

졸은 뜨거우니 주의 하십시오. 또한 발생된 에어로졸을 흡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동 시 공간 내부의 압력이 상승합니다.

 · 본 제품은 사용 수명이 있는 제품으로 수명이 다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십시오. 사용 수명은 25℃ 조건

에서이며, 더 높은 온도에 설치 되었다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3) 사용 후에

 · 작동 후에는 표면이 뜨거우니 보호장갑을 착용하거나, 표면이 완전히 식은 후에 취급하십시오.

 · 정상적으로 작동한 제품은 분리수거 요령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 작동 후 흰색의 에어로졸 성분은 즉시 건조된 공기로 청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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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 작동되지 않은 제품은 함부로 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사 또는 대리점과 상담 후 처리바랍니다.

 · 적용 화재 : A급(목재, 중합재(ABS, PP, PMMA)) 및 B급(유류) 화재

 · 사양

모 델
약량
(g)

방사
시간
(초)

방호체적(m3) 최대
설치
높이
(m)

이격거리(m)

A급화재 B급화재 인체
소화

대상물

60GB-ES 60 7.5 0.64 0.71 1.2 1 0.2

100GB-ES 100 10 1.07 1.18 1.5 1 0.3

250GB-ES 250 12.5 2.67 2.96 2.1 1.5 0.4

500GB-ES 500 20 5.35 5.93 2.4 2 0.7

750GB-ES 750 16 8.02 8.9 3 2 0.8

1000GB-ES 1000 21 10.7 11.86 3 2 1

1200GB-ES 1200 24 12.84 14.24 3.5 2 1

 · 운용 및 저장

  - 작동 대기 온도 : -40℃ ~ +50℃ (공칭작동온도 : 68℃)

  - 사용수명 : 10년 (25℃ 저장 기준)

  - 저장 : 상온에서 저장, 25℃ 이하를 추천함.

03. 제품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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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장상자에서 소화장치를 꺼내고, 노즐 테이프 손상 유무, 

감지부의 유리벌브 손상 유무(유리벌브가 깨지거나 적색 또는 

녹색의 내용물이 새어 용량이 준 경우)를 확인합니다. 안전핀 

또는 센서안전핀이 빠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손상된 제품은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② 설치할 제품의 사양 및 위치를 선정합니다. 

설치 제품의 사양은 방호체적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설치 위치는 화재 예상 지점을 감안하여 적정 위치, 이

격 거리 및 최대 설치높이 등을 고려합니다.

③ 설치할 위치가 결정되면 지지장치를 벽면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④ 소화장치를 고정 밴드와 고정 볼트를 이용하여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정하고, 노즐위치가 적정한지 확인

합니다. 확인 후에는 단단히 고정합니다. 설치하는 동안에는 노즐 앞에 절대 서지 않습니다. 소화기는 하향방향

으로 경사지게( 경사도 20°-60gr~ 500gr, 30°- 750gr~1000gr로) 설치합니다. 천정에서 30cm 이하로 이

격해 주십시오. (유리벌브는 열을 쉽게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 추천방향 - 하향 또는 양 측방향에서 하향)

04. 설치요령

안전핀

센서안전핀

유리벌브

60gr, 100gr용 지지장치 250gr~ 1000gr용 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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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설치 완료 후 적절한 공구로 1차로 센서안전핀,

2차로 안전핀을 제거하여 소화장치를 활성화합니다.

⑥ 설치되어 있는 고체에어로졸 소화기를 타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우징의 안전핀이 결

합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두 개의 홀 중에 아래에 있는 홀에 두께 1mm의 핀을 결합한 후 설치를 해제해 주십

시오.

만일, 핀으로 안전핀 홀을 결합하지 않고 이동시 충격에 의해 유리벌브가 깨지면 소화기가 작동할 수 있기에 

상기 과정을 필히 준수할 것.

⑦ 설치 후 점검사항

 · 적절한 용량의 소화장치가 설치되었는가? 

 · 지지장치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노즐방향은 정확한가?

 · 에어로졸 분사 방향에 방해물은 없는가?

 · 인체 및 소화대상물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없는가?

 · 노즐 테이프 및 유리벌브가 손상되지는 않았는가?

 · 센서안전핀 및 안전핀은 제거되어 있는가?

센서안전핀

안전핀



제 품 보 증 서

▶형식승인번호 :

제 품 명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자체검사

모 델 명

제조번호

구입일자               년         월         일

고 객

상 호

주 소

성 명

판 매 점
대리점명

주 소

1. 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형식승인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2. 이 제품의 보증기간은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에 한해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4.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 중이라도 유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 설치 및 사용상의 부주의

   - 매뉴얼에 명시된 사항의 불이행

   - 서비스맨 이외의 수리나 개조 시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또는 손상

5.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실비로 수리해 드립니다.

6. 수리를 의뢰할 때는 보증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삼도공단로63번길 7

전화 : 031-996-7100

영업, 제품 문의 : (서울 사무소) 02-780-0332

이메일 : finex@kwfinex.com

홈페이지 : www.kwfinex.com

한화손해보험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인·대물 최고 1억원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