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용 화재 진압 시스템 
식당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주방 화재의 사례 및 피해 

사례 1. 인천 공항 버거킹 화재 사례 2. 안양 주상복합건물 화재 

주방화재 및 소화설비.pptx


• 5년 동안 발생한 매년 평균 주방화재건수  = 11,025 
 
• 매주 212건수 주방화재발생. 

 
• 저녁시간에 30건의 주방화재 발생 
 
자료출전:  US Fire Administration Fire Loss Data  
               – Published by 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June ‘03 

주방 화재의 사례 및 피해 

주방 화재 사례 통계 자료 



주방 화재의 사례 및 피해 

화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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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화재의 사례 및 피해 

화원의 종류: 

 

• 레인지 

• 식용유 

• 오븐 또는 전기구이 

• 기름에 더럽혀진 후드 또는 덕트 

• 그릴 또는 바베큐 

• 음식 보온 기구 

Source: NFIRS, NFPA Survey – June ‘03 

조리기구 화재 



주방 화재의 사례 및 피해 

화재의 피해 

The Tip of the Iceberg  

화재의 직접적 피해 

• 장비의 손실 / 인명피해 

The Bulk of the Iceberg  

화재의 간접적 피해 

• 영업정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 

• 화재의 따른 청소비 
• 화재 피해자 치료비 
• 고객관계 악화 
• 경쟁업체의 이윤향상 
• 소송문제 
• 대외적 이미지 손상 
• 주변건물의 피해 보상 



인명 및 재산 손실,  회사 이미지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인증 받은 소화설비 / 소화기가 요구 

   확실한 소화시스템과  소화기 의  효과  
 

                 정확한 설치와 정기적인 점검/정비가 필요함 

 주방 화재  위험 경감 방법 



Pre-Engineered Fire Suppression Systems 

Cartridge Operated 

R-102 주방화재소화시스템 

Pre-engineered Systems.pptx


R-102 주방화재소화시스템 

•  저장용기에 소화약제가 충진된 상태에서 
   카트리지의 가스압에 의해 시스템 작동 
 
 

• CO2 충진(55bar) 또는  N2충진 (124    
   bar) 된 가압 용기(카트리지)의 가스압            
   으로 작동 
 

 

•  카트리지에 부착된 압조절용 기계적 방출 
    장치가 약제충전 저장용기의 압력을 조절   
 
•UL 300 인증 

카트리지 작동 시스템 



• 과열된 프라이팬의 기름때 및 식용유  

 

• 오븐 또는 버너, 냄비에서의 유류 및 

기름  

 

• 숯불구이 불꽃 또는 그릴 불꽃  

 

• 후드 및 덕트  

방호대상 

R-102 주방화재소화설비 



• 많은 인원이 상주하는 대형 건물, 즉 호텔, 병원 학교나 회사등의 
급식시설에 적합한 제품 

• 힐튼, 메리엇  호텔등 다국적 호텔에 의무 설치하도록 내규로 규정됨 

Hospitals Stadiums 

Lodging 

ANSUL 

Hybrid 주방화재소화설비 (Piranha) 



• 100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점의 95%이상 설치   

• 기타 고급 식당, 호텔, 병원 

R-102 주방화재소화설비 설치실적 

R-102 주방화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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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 Fire Risk Reduction 

주방화재의 완벽한 대책을 원하십니까? 

50년 역사의 R-102 시스템입니다. 

RESTAURANT FIRE SUPPRESSION SYSTEMS 



THANK YOU 

THANK YOU 

Restaurant Fire Risk Reduction 

R-102 주방화재소화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