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를 개발하다:
3M™™ Novec™™ Engineered Fluids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Novec Engineered Fluids(노벡 엔지니어링 액체)는 기존의 솔벤트, 열전달 매체 
및 소화 약제의 대체 물질 그리고 다양한 범위에 적용하기위해 3M사에 의해 개발된
차세대 제품입니다. 

3M™™ Novec™™ Engineered Fluid는 통합 소방 방재에 적용 된다

소화약제로 사용된 노벡 엔지니어링 약제는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 약제는 비 위험 약제로 분류되며 현재의 법 규정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 규정에도 맞는 약제입니다. 

노벡 엔지니어링 약제는 다음과 같은 보장을 제공 합니다:
» 화재로부터 최고의 인명 보호를 제공한다.
» 소화 약제가 방출 된 후에도 전자 장비, 시스템 및 
  귀중품이 손상되지 않아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해 줍니다.

화재의 3요소

열, 연료 및 산소
화재는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산소와 연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열은 화재를 점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전기 장비는 지속적인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곳이 집이던 사무실, 공장, 연구소, 병원, 의사의 개인 사무실이든지 
전기 장비와 가전제품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들 장비에는 항상 전원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 말은 이들 장비에는 항상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재 원인
(제공: IFS Schadendatenbank 2012)

흔한 이유: 능동적인 화재 소화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음

많은 경우에, 전기 장치가 사용되는 장소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설비가 
부족하거나 아예 전혀 설치가 되어있지 곳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 감지기나 분말 소화기는 집에
사람이 없을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전기 장치에서 발생한 화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번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항상 잠재적인 화재 위험에 둘러싸여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자 장비 내부에 통합 소화 시스템을 
장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할 시간입니다.
전자 장비 내부에 장착된 미니 소화 장치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전자 장비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M사와 JOB Thermo Bulb사가 완벽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팀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최소한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장비를 화재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장비에 대한 완벽한 보호

3M사의 노벡 엔지니어링 약제가 분사되면 약제는 순식간에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합니다. 또한 사람의 건강에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이런 최적의 조건을 이용하여 JOB Thermo Bulb사는 전자 장비의 내부에 
설치되어 화재로부터 직접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화재 소화
장치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소화 특성은 아주 작은 설치 공간과 결합하여 JOB사가 매우 작은
공간, 예를 들자면 전자 장비 내부 또는 PCB 기판 등에 맞는 소화 시스템, 
그러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소화 장치를 개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Bulb 장착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화 장치

E-Bulb(유리관 소화 장치)는 단지 아주 작은 노력으로
전자 장비 내부의 고 위험 구성품 또는 모든 종류의 전자 장비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 해줄 수 있습니다. 

컴팩트 사이즈, 고 효율성 -
SMD/THT (기판 장착 기술 방식)에 적합

E-Bulb는 평균적인 장비 내부 장착 퓨즈보다 많이 크지 않으며 장비의 PCB 기판에
직접 장착할 수 있습니다. 노벡 엔지니어링 약제가 충전된 유리관 벌브는 현대의 전기
장비에서 사용되는 표준형 퓨즈 홀더에 장착됩니다. 이 소화 장치는 전자 장비가 
조립되는 동안 휴즈 홀더에 삽입하면 됩니다.

JOB사 E-Bulb(유리관 소화 장치)의 방호 면적 및 사이즈

뛰어난 친환경적 특성

옥내 화재 소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3M사의 노벡 1230 소화 약제와 E-Bulb
와 AMFE(미니 파이어) 소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노벡 엔지니어링 소화 약제는
대규모 설치에서 조차도 장기적인 투자 보증을 제공합니다.

두 약제 모두 모든 탄화수소 대체 약제보다 가장 작은 지구 온난화(GWP)지수와 
오존층 파괴 지수(ODP)를 가지고 있습니다.

E-Bulb 및 AMFE 인증서 

                       * MPA 및 VDE 테스트 인증
                       
                       * UL 인증 (E-Bulb, 인증 번호 E484622)
                       
                       * REACH 인증

Information:

이연테크
전화: 041-570-6066
E-Mail: lyeontech@naver.com



E-Bulb(유리관 소화 장치) 작동 원리

E-Bulb는 확정된 특정 온도에서 소화 약제를 방출합니다. 이 말은 합선 또는 과열에
의해 화재가 시작되는 화재의 초기 온도 범위 내의 임계 온도에 맞게 E-Bulb의 온도가
설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리관은 확정된 온도에 도달하면 터져서 3M 노벡 엔지니어링 약제를 즉시 설치된 전기 
장치에 방사합니다. 

노벡 엔지니어링 소화 약제의 우수한 소화 성능 덕택에 화재는 번지기 전에 화재 발생 후
수초 이내에 진화될 것입니다.

안전을 내장하다

E-Bulb는 소화 퓨즈입니다. 유리관에는 도체 코팅이 되어있어서 최대 16A까지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장치의 입력 전원 회로에 설치되면 E-Bulb는 확정된 온도 에서 작동된 후 
이 전류의 흐름을 안전하고 항구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

이 의미는 화재가 재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니 자동 소화 장치 - Automatic Miniture Fire Extinguisher
(AMFE - 미니 파이어)

JOB사의 AMFE 소화 시스템은 E-Bulb의 방호 면적보다 좀 더 큰 장치나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미니파이어(AMFE) 장치는 통합 열 감지 유리관이 부착된 작동 유닛
과 이 작동 장치가 장착되는 소화 약제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MFE(미니 파이어) 작동 원리

AMFE에 부착된 열 감지 유리관은 확정된 온도에서(기존의 스프링클러 시스템과 비슷)
터져서 스프링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이 스프링 메커니즘이 3M 노벡 엔지니어링
소화 약제가 충전된 실린더를 열어 약제를 방출 시킵니다.

수 초안에 AMFE가 설치된 장치 또는 공간은 노벡 엔지니어링 약제로 가득차서 여전히
화재가 초기인 상태에서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AMFE는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들 들면, S-AMFE의 경우 소화 약제의
방출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R-AMFE는 전류 신호를 발생시켜, 예를 들면, 중앙 화재 제어 장치를 통해 원격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확정된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도 R-AMFE을 작동시키기
위해 연기 감지기 사용해 연기 감지의 초기 단계에서 신호를 작동시키는 통합 시스템
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적용 기준 또는 규정에 따라 설치됩니다. (예, NFPA 2001)



대단히 짧은 소화 시간

AMFE가 작동되면 장치 내부는 3M 노벡 엔지니어링 약제로 빠르게 가득 차게 된다. 
실린더의 사이즈에 따라 소화약제의 필요한 소화 농도에 도달하는데 대략 약 10초가 
걸릴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최대의 소화 효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화 물질은 
화재로부터 열을 빼앗아 화재의 연재 반응 고리를 차단하게 됩니다. 
단지 수초 이내에 장치 내부의 화재는 진화됩니다.

노벡 엔지니어링 약제가 충전된 AMFE 소화 시스템은 불활성 가스나 CO2가 충전된
AMFE 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화재를 진압합니다. 

그럼으로 화재의 빠른 확산에 의한 고가 장비나 기계의 손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식 소화 시스템의 성능 비교표는 다양한 소화약제의 소화 성능을 보여 줍니다.

Novec 1230을 사용하는 소화 시스템의 타임 어드밴티지

소화 약제로서 3M 노벡 엔지니어링 약제의 다른 응용

노벡 1230 소화 약제는 고정식 옥내 소화 시스템과 잠겨진 룸에 독점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이 약제는 전기적으로 비 전도체이며 잔여물이 남지 않아
화재 후 청소가 필요 없는 고 효율의 소화 약제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고가의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해야하는 특별 위험 지역에서 화재의 발생 및 소화 후 나 도중 
둘 다에 기본적으로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이 약제의 소화 특성과 필요한 소화 시스템의 설계 덕택에, 노벡 1230 소화 약제는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정식 화재 소화 시스템의 적용:

» IT 공간
  데이터 센터, 컴퓨터 룸, 제어 센터 (공항 관제 센터 등)
» 제어실
  클린 룸, 연구소
» 통신회사
  전화 교환국, 첨단 장비 운영실
» 발전소
  통제 센터, 변전소
» 개인병원, 종합병원
  CT 및 MRI 실
» 선박 관련
  기계실 및 펌프실
  통신 및 통제 센터
» 기록 보관소, 도서관 및 박물관



3M 노벡 엔지니어링 약제가 소화약제로서 작동하는 원리

이 특별한 노벡 엔지니어링 약제는 화학 공식이 CF3CF2C(O)CF(CF3)2인
C6-fluoroketone입니다. 대기온도(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며 끊는 점은 
49℃입니다. 

E-Bulb나 AMFE에 의해 방출 된 후 약제는 가스 약제로 공간을 가득 채우기
위해 즉시 기화합니다. 노벡 소화 약제는 우수한 침투 능력을 가지고 있어
빠르게 모든 주요 지역에 도달합니다. (예, 스위치 분전함 내부)

불활성 가스와 달리 노벡 소화 약제의 소화 효과는 산소 치환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균질 억제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약제입니다. (균질 억제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생명 위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화 약제가 화원과 접촉하면 약제는 열에너지를 빼앗아 화재 연쇄 연결 고리
가 차단되는 온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매우 안전한 소화 약제

일반적으로 소화 약제는 인간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 약제의 방출 후 약제의 위험한 영향은 약제의 승인된 사용 농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NOAEL(무영향수준) 크기는 다양한 소화 물질에 대한
국제적으로 승인하는 허용 기준입니다. 

사람에 대한 안전율은 사용 농도 및 특정 NOAEL 값 사이의 차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됩니다. 사용 농도는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한 소화 약제의 양입니다.

E-Bulb와 AMFE는 이런 안전율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적은 양의 소화 
약제를 사용합니다. 

아래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Novec 1230 소화 약제는 대규모 고정식 소화 
시스템에서 사용되었을 때 단연코 최고의 안전율을 제공합니다.
방호 구역 내부의 어떠한 변경이 있은 후에 조차도 이 정도 수준의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추가적인 재고의 반입. 이로 인한 룸의 산소
농도 감소 및 안전율 감소와 같은 내부 상황 변경)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을 위한 가장 안전한 소화 약제

전자 장치 및 장비에 사용하기 위한 특성 및 장점 한 눈에 보기

  » 빠른 소화 효과
  » 고 효율, 아주 적은 양의 소화 약제만 필요함
  » 사람의 건강에 무해함
  » 장비나 물질에 피해를 주지 않음
  » 전기적으로 비 전도성이며 부식 효과 없음
  » 지구 온나화 지수 (GWP=1)
  » 오존층 파괴 지수 ZERO
  » 간접 피해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