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y Early Smoke Detection Apparatus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최고의 파트너 

고감도 공기 흡입형 감지기 

VESDA 소개 



“ 화재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실이 ”  
더 크고 지속적임 

재산 피해  

제품 손실 

장비 피해 

 

생산성 및 효율 감소  

근로자의 장기간 결석 

경쟁력 손실 

청소 및 복구 비용 

관련 규제 강화 

대내외 적인 이미지 하락 

가동중단으로 인한 손실 

치료비용  

… 

 

 

 

 



화재 진압의 시기는? 

화재 성장 과정 

 2. 초기 연소단계 

연기발생 

    시설물에 피해발생 

3. 연소 확대 화염에 의한 

연기 및 열 발생 

심각한 피해발생  

4. 플래시 오버 

              화재 감지기의 연기 농도 계측 단위 obs/m  

      (obs. = obscuration: 검게하다, 희미하게하다, 암흑화) 

연기농도 계측기준으로 발광부에서 나오는 빛이 암흑 상자 속 1m 거리에   설치

된 수광부에 도달하는 광량을 계측하여 연기에 의하여 산란되어 손실된 광량 비

율을 말합니다. 연기가 없는 청정한 공기에서는 0 obs/m 이며     많은 경우엔 

100 obs/m 입니다.  

빛이 1m의 거리에 전혀 도달 못하는 정도를 100 obs/m 말합니다.  

화재감지기의 연기농도에 따른 광량 산란 비율의 단위인 obs/m는   

소방법규에서 사용하는 표준 연기 농도 단위입니다 

 1. 초기 분해단계 

    초미립자 분해  

    생성물 발생 

    시설물에 피해 없음 



VESDA와 기존 화재 감지기 비교 

보이지 않는 연기 (Invisible Smoke) 단계 보이는 연기 (Visible Smoke) 단계 

일반감지기 동작 

0.075%obs/m 6.0% ~ 20%obs/m 3.0%obs/m 

VESDA 
Pre-Alarm 

VESDA 
Fire 

경계알람 VESDA 알람 : 실행알람 화재알람 



ACTIVE DETECTI
ON 

PASSIVE DETECTI
ON 

일반감지기 

VESDA와 기존 화재 감지기 비교 

구분 
기존화재감지기 

VESDA 
일반감지기 아날로그감지기 

민 감 도(%/m) 4 ~ 10 (%/m) 3 ~ 8 (%/m) 0.005 (%/m) 

미세연기 감지  X X O 

경보구분 단순경보 다단계(3) 경보 다단계(3~4) 경보 

데이터 관리  기능없음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저장, 송출 

환경조건 (고온, 저온) 영향 있음  영향 있음 영향 없음 

장비수명 5~10년 5~10년 10년 이상  

VESDA 



구분 
기존화재감지기 

VESDA 
일반감지기 아날로그감지기 

화재경보시점 

일반장소 :         
화재진행단계 

일반장소 :         
화재진행단계 

일반장소 :          
화재초기단계 

공조기류 :         
화재확산단계 

공조기류 :         
화재확산단계 

공조기류 :          
화재초기단계 

유지보수 고장여부 확인불능 고장여부 확인불능 고장여부 자체진단 

자동환경 보정기술 X X 
현장의 먼지, 습도, 

기류 등에 대한 정보 
운영자에게 통보 

환경에 따른 감도조정 X X 
청정실, 공장 등의 
적용장소에 따른   
임의각도 조정 

주, 야간 감도 자동설정 X X 
주/야간 환경에     

맞는 감도 설정가능 

ACTIVE DETECTION PASSIVE DETECTION 

VESDA와 기존 화재 감지기 비교 



ACTIVE DETECTION PASSIVE DETECTION 

VESDA와 기존 화재 감지기 비교 

VESDA는 비화재보 예방을 위해  

총 4단계의 화재신호 송출이 가능하며  

각 단계별 화재신호 사이에 일정한  

연기 농도(%/m)가 지속적인 시간동안(sec)  

유입 되어야 다음 단계의 화재 신호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 

= VESDA의 공기 흡입 구 하나가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하나와 같음                   

(NFPA 72, 5.7.3.3.1, BS5839-1, 21.1.3, AS1670, 6.3)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나로그방식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나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을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VESDA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모두 만족합니다. 
제7조(감지기)③항  

 
 
 



파이프 네트워크를 이용 

“현재 공기중의 연기농도가 얼마인지”를  

실시간 측정 화재의 징후를 조기에 판별하는 

“Active” 조기 연기감지 장치  

 

Air Sampling Hole 

Pipe Network 

최대 4개 파이프 라인구성 가능 
        최대 감지면적 2,000㎡ 

VESDA 감지기의 연기감지 방식 

file:///G:/FPE BackUP/PRODUCT/ASD_VESDA/Tech/Compliance/Products/howvesdaworks.mov


흡입 팬이 감지구역에 파이프 홀을 통해 공기를 흡입하여 필터에서 먼지를 걸러내고   

레이저 챔버에서 연기 성분이 검출되면 검출된 연기 농도를 디스플레이에 나타냅니다. 

VESDA 감지기의 내부 구성도 

../../../Local Settings/Temporary Internet Files/OLK93/VESDA Movies/How VESDA Works.avi


VESDA 감지기의 유지관리 

VESDA 감지기 유지보수 
  
감지기의 자가진단 기능으로 필터 막힘에 의해 공기 흡입량이 기준치 이상 줄어들면 
알람신호가 발생합니다. (예: Minimum 30%, Normal 100%, Maximum 170%) 
 
산업 현장에서 관리자가 손쉽게 In-Line Filter(외장형 필터) 교체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합니
다. 

VLI Detector 

분진제거용 흡입밸브 평상시 In-Line Filter 교체시 

In-Line Filter 



VESDA 감지기의 유지관리 

VESDA 감지기 유지보수 

감지기에서 고장여부를 판단하여 운영시스템(VSM4)에 전달함으로써 관리가 용이합니다. 

Sampling Pipe 설치 시, 분진제거용 흡입밸브를 장착하여 내부 먼지(분진)제거가 가능합니다.   

VLI Detector 

분진 제거용  
흡입밸브 

In-Line Filter 

분진제거용 흡입밸브 평상시 분진제거용 흡입밸브를 통한 청소작업시 



VESDA 감지기의 제원 

VESDA Laser Scanner (VLS-204) 
VLS-204 / Laser Scanner 감지기는 4개의 공기흡입배관을 설치하여 각각 4개의 공기흡입배관에서 
연기를 감지하였는지 표시할 수 있는 주소기능이 있습니다.  

형식승인 감 11-14 
(아날로그식, 공기흡입입력수 4개, 공기관 최대길이 200m) 
 
주위온도: 0 ~ 39℃ 
상대습도: 0 ~ 95% 
정격전압: DC 24V 
소비전류: 감시 340mA / 경보 390mA 
감지방식: 공기흡입배관으로 연기입자를 흡입하여 레이저챔버에
서  
           빛이 산란되는 값을 측정하는 방식 
감도범위: 0.005 ~ 20% obs/m 
감지면적: 2,000㎡ 
색상: Gray 
크기: 350(W) X 255(H) X 125(D)mm 
IP등급: 30 
무게: 4.0kg 
부속자재: VSP-004(Scanner Display Module) 
            VSP-005(Filter) 
            VSP-016(Termination Card 12 Relays) 
            VSP-009(Detector Assembly) 
            VSP-015(Aspirator) 

임계값 설정 범위: 
경계 0.005% ~ 1.990% obs/m 
실행 0.010% ~ 1.995% obs/m 
화재1 0.015% ~ 2.00% obs/m 
화재2 0.020% ~ 20.00% obs/m 



VESDA 감지기의 제원 

VESDA Laser Plus (VLP-002) 
VLP-002 / Laser Plus 감지기는 4개의 공기흡입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VLS와 다르게 각각 4개의   공
기흡입배관에서 연기를 감지하였는지 표시할 수 있는 주소기능이 없습니다.  

형식승인 감 11-13 
(아날로그식, 공기흡입입력수 4개, 공기관 최대길이 200m) 
 
주위온도: 0 ~ 39℃ 
상대습도: 0 ~ 95% 
정격전압: DC 24V 
소비전류: 감시 340mA / 경보 390mA 
감지방식: 공기흡입배관으로 연기입자를 흡입하여 레이저챔버에
서  
           빛이 산란되는 값을 측정하는 방식 
감도범위: 0.005 ~ 20% obs/m 
감지면적: 2,000㎡ 
색상: Gray 
크기: 350(W) X 255(H) X 125(D)mm 
IP등급: 30 
무게: 4.0kg 
부속자재: VSP-002(Display Module) 
            VSP-005(Filter) 
            VSP-014(Terminaion Card 7 Relays) 
            VSP-006(Detector Assembly) 
            VSP-015(Aspirator) 
 

임계값 설정 범위: 
경계 0.005% ~ 1.990% obs/m 
실행 0.010% ~ 1.995% obs/m 
화재1 0.015% ~ 2.00% obs/m 
화재2 0.020% ~ 20.00% obs/m 



형식승인 감 12-46 
(아날로그식, 공기흡입입력수 4개, 공기관 최대길이 200m) 
 
주위온도: 0 ~ 39℃ 
상대습도: 0 ~ 95% 
정격전압: DC 24V 
소비전류: 감시 340mA / 경보 390mA 
감지방식: 공기흡입배관으로 연기입자를 흡입하여 레이저챔버에
서  
           빛이 산란되는 값을 측정하는 방식 
감도범위: 0.005 ~ 20% obs/m 
감지면적: 2,000㎡ 
색상: Gray 
크기: 350(W) X 255(H) X 125(D)mm 
IP등급: 30 
무게: 4.5kg 
부속자재: VSP-005(Filter) 
            VSP-014(Terminaion Card 7 Relays) 
            VSP-006(Detector Assembly) 
            VSP-015(Aspirator) 
 

VESDA 감지기의 제원 

VESDA Laser Plus (VLP-400) 
VLP-400 / Laser Plus 감지기는 4개의 공기흡입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VLP-002와 다르게  
전면부에 Display Module이 없고 LED램프가 있어 정상 또는 오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계값 설정 범위: 
경계 0.005% ~ 1.990% obs/m 
실행 0.010% ~ 1.995% obs/m 
화재1 0.015% ~ 2.00% obs/m 
화재2 0.020% ~ 20.00% obs/m 



VESDA 감지기의 제원 

VESDA Laser Compact (VLC) 
 VLC-505 / Laser Compact 감지기는 1개의 공기흡입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속자재를 통해 2개도 가능)  

형식승인 감 11-15 
(아날로그식, 공기흡입입력수 1개, 공기관 최대길이 50m) 
 
주위온도: 0 ~ 39℃ 
상대습도: 0 ~ 95% 
정격전압: DC 24V 
소비전류: 감시 225mA / 경보 245mA 
감지방식: 공기흡입배관으로 연기입자를 흡입하여 레이저챔버에
서  
           빛이 산란되는 값을 측정하는 방식 
감도범위: 0.005 ~ 20% obs/m 
감지면적: 800㎡ 
색상: Gray 
크기: 225(W) X 225(H) X 85(D)mm 
IP등급: 30 
무게: 1.9kg 
부속자재: VSP-005(Filter) 
            VSP-515(Terminaion Card) 
            VSP-501(Aspirator) 
 

임계값 설정 범위: 
경계 0.005% ~ 1.990% obs/m 
실행 0.010% ~ 1.995% obs/m 
화재 0.015% ~ 20.00% obs/m 



VESDA 감지기의 제원 

VESDA Laser Focus (VLF-250) 
 VLF-250 / Laser Focus 감지기는 1개의 공기흡입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속자재를 통해 2개도 가능)  

형식승인 감 11-30 
(아날로그식, 공기흡입입력수 1개, 공기관 최대길이 25m) 
 
주위온도: 0 ~ 39℃ 
상대습도: 0 ~ 95% 
정격전압: DC 24V 
소비전류: 감시 250mA / 경보 295mA 
감지방식: 공기흡입배관으로 연기입자를 흡입하여 레이저챔버에
서  
           빛이 산란되는 값을 측정하는 방식 
감도범위: 0.025 ~ 20% obs/m 
감지면적: 250㎡ 
색상: Gray 
크기: 225(W) X 185(H) X 90(D)mm 
IP등급: 30 
무게: 2.0kg 
부속자재: VSP-005(Filter) 
 

임계값 설정 범위: 
경계, 실행 
0.025% ~ 2.00% obs/m 
화재1, 화재2  
0.025% ~ 20.00% obs/m 



VESDA 감지기의 제원 

VESDA VLI (VLI-885) 
 VESDA VLI는 산업계 최초의 공기흡입형 조기 연기감지(ASD) 시스템으로서 산업계의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도록 되어있으며 광학 보호를 위한 고도의 청정 공기벽을 채용한 고장 안전 지능형 필터를 결합하
여 재교정을 할 필요없이 절대 감지의 사용과 오랜 감지 챔버 수명을 보장하게 되어있습니다.  
튼튼한 IP54등급 외함을 적용하여 먼지의 유입과 튀는 물에 대하여 보호합니다. 별도의 값비싼 외부     IP
외함의 사용이 필요 없도록 하므로 설치 작업을 간단하게 하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 감 12-45 
(아날로그식, 공기흡입입력수 4개, 공기관 최대길이 360m) 
 
주위온도: 0 ~ 39℃ 
상대습도: 10 ~ 95% 
정격전압: DC 24V 
소비전류: 감시 415mA / 경보 440mA 
감지방식: 공기흡입배관으로 연기입자를 흡입하여 레이저챔버에
서  
           빛이 산란되는 값을 측정하는 방식 
감도범위: 0.005 ~ 20% obs/m 
감지면적: 2,000㎡ 
색상: Black 
크기: 426.5(W) X 316.5(H) X 180(D)mm 
IP등급: 66 
부속자재: VSP-030 (지능형 필터) / VSP-033 (챔버 어셈블리) 
            VSP-031 (2차 폼 필터) / VSP-036 (흡입센서) 
            VSP-032 (흡입기) 
 

임계값 설정 범위: 
경계 0.05% ~ 1.990% obs/m 
실행 0.1% ~ 1.995% obs/m 
화재1 0.15% ~ 2.0% obs/m 
화재2 0.155% ~ 20.00% obs/m 



VESDA 감지기의 제원 

VESDA VLW (IFT-P) 
 VESDA Warehouse 감지기는 2개의 공기흡입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 감 14-11 
(아날로그식, 공기흡입입력수 2개, 공기관 최대길이 200m) 
 
주위온도: 0 ~ 39℃ 
상대습도: 0 ~ 95% 
정격전압: DC 24V 
소비전류: 감시 295mA / 경보 500mA 
감지방식: 공기흡입배관으로 연기입자를 흡입하여 레이저챔버에
서  
           빛이 산란되는 값을 측정하는 방식 
감도범위: 0.001 ~ 20% obs/m 
감지면적: 2,000㎡ 
색상: Gray 
크기: 254(W) X 180(H) X 165(D)mm 
IP등급: 65 
무게: 4.0kg 임계값 설정 범위: 

0.001% ~ 20% obs/m 



VESDA 감지기의 제원 

VESDA VLQ (VLQ-100) 
 VLQ-100 감지기는 2개의 공기흡입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감지면적은 100 ㎡로 작은 실(엘리베이터 
등) 감지용입니다. 

형식승인 감 15-21 
(아날로그식, 공기흡입입력수 2개, 공기관 최대길이 12m) 
 
주위온도: 0 ~ 39℃ 
상대습도: 0 ~ 95% 
정격전압: DC 24V 
소비전류: 감시 170mA / 경보 190mA 
감지방식: 공기흡입배관으로 연기입자를 흡입하여 레이저챔버에
서  
           빛이 산란되는 값을 측정하는 방식 
감도범위: 0.005 ~ 3.0% obs/m 
감지면적: 100㎡ 
색상: White 
크기: 260 (W) X 228(H) X 110(D)mm 
IP등급: 30 
무게: 3.0kg 임계값 설정 범위: 

경보 0.2% ~ 3% obs/m 
화재 0.1% ~ 1.5% obs/m 



VESDA 감지기의 제원 

VESDA VEP (VEP-A10-P) 
 VESDA-E / VEP-A10 감지기는 4개의 공기흡입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식, 공기흡입입력수 4개, 공기관 최대길이 280m) 
 
주위온도: 0 ~ 39℃ 
상대습도: 10 ~ 95% 
정격전압: DC 24V 
소비전류: 감시 420mA / 경보 485mA 
감지방식: 공기흡입배관으로 연기입자를 흡입하여 레이저챔버에
서  
           빛이 산란되는 값을 측정하는 방식 
감도범위: 0.005 ~ 20% obs/m 
감지면적: 2,000㎡ 
색상: Black 
크기: 350(W) X 225(H) X 135(D)mm 
IP등급: 40 
무게: 4.1kg 

임계값 설정 범위: 
경계 0.005% ~ 2.0% obs/m 
실행 0.005% ~ 2.0% obs/m 
화재1 0.010% ~ 2.0% obs/m 
화재2 0.020% ~ 20.00% obs/m 



업무 중단이 치명적인 

연기 감지가 힘든 유지 보수 접근이 힘든 열악한 환경을 가진 

인명의 피난 대피에 어려운 자동 화재 진압 설비가 있는 

외관이 중요한 

VLP 

VLI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LHnioizocgCFcKqpgodjj0CbA&url=http://www.fireandsecuritysolutions.co.uk/vesdalaserplus.html&psig=AFQjCNFQ-j989y0-0jJJbChY1R25m9VEgg&ust=1443793233223604


 

제어실 
 

 

Elec/Switch/Relay/Control Cabinet 

 



 연기 단층화가 예상되는 대형개방공간 

고온 /저온의 극한의 환경조건 

시험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먼지 및 오염수준  

높은 장소 



천장, 환기  

전력 소비율 증가로 열 발생 밀도 증가, 

초기화재 발생시 연기가 공조 시스템에  

의해 전파되어 설비전체를 오염시킴. 

 

공조시설 가동으로 인해 공기 흐름과 

연기가 함께 이동하여 일반 감지기는 

초기화재 감지가 어려우며 또한 

공조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필터가  

연기 입자를 제거하므로 초기 연기  

감지가 어려움 



ACCESS FLOOR (이중마루)에 경우 화재 위험이 높은  

CABLE 근처에 VESDA 샘플링 파이프를 설치하면  

화재로 인한 연기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천장에서 바닥면을 향해 흐르는 청정실에

서 초기 화재의 연기 또한 바닥면을 향해 흐르게 

되며 공기흡입형 감지기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능

동적으로 공기를 흡입하여 초기 화재로 인한 연기 

감지가 가능함 

방식 특징 및 장단점 

수평 층류방식 
(Cross Flow Type) 

- 에어필터를 통과한 공기가 한쪽 벽면에서 마주보는 벽면을 향해 흐르는 방식 
- 룸의 상부에서는 고청정이 유지되지만, 하부에서는 고청정 유지 어려움 
- 일반적으로 바이오클린룸 (B.C.R)에 적용됨 
- Class 100, Class 1,000에 주로 사용 

수직 층류방식 
(Down Flow Type) 

- 에어필터를 통과한 공기가 천장에서 바닥면을 향해 흐르는 방식 
- 클린룸에 먼지가 발생하면 하향기류로 제거하여 청정도 유지 
- 고청정 클린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 Class 1, Class 10, Class 100에 주로사용 
- System Ceiling 및 Access Flow 가 설치됨 
- F.F.U (Fan Filter Unit) 사용 

난류방식 
(Conventional Flow 

Type) 

-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넣어 먼지를 희석시켜 실내 청정도 유지 
- 준청정 클린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 Class 1,000, Class 10,000, Class 100,000에 주로 사용 
- 바닥순환방식과 벽면순환방식이 있음 
- H.F.U(Hepa Filter Unit) 및 B.F.U(Blower Filter Unit) 사용 

오픈베이방식 
(Open Bay Type) 

- 수직층류방식과 터널방식의 단점을 개선한 복합형태로서 
   청정실 내의 일정한 온도 분포를 얻을 수 있음 
- 반도체 연구시설이나 양산 공정에 적용 

터널방식 
(Tunnel Type) 

- 클린터널모듈(Clean Tunnel Module) 방식으로 생산제조가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필요 공간만을 고청정으로 유지할 수 있음 
- 공기순환 동력비가 타방식에 비해 적은 대신, 온,습도 유지 성능이 떨어지고  
   국부순환방식으로 인접실에 영향을 미치는 단점 때문에 근래에는 초청정 
   (Super Clean Room) 방식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자동화 창고는 왜 화재 감지를 위해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인가? 

- 창고 내부에 대형 공간에서 연기는 쉽게 희석되어 초기 감지가 어렵습니다. 

- 창고에는 보통 다수의 문이 있으며 열린 문으로 공기가 유입되어 연기를 더욱 희석시키게 됩니다. 

- 창고는 높은 천장을 가지고 있어 천장 아래 연기층이 형성되며 연기가 감지기에 도달하기 위해선  

  화재로부터 충분한 열 에너지와 강력한 연기가 상승되어야만 연기감지가 가능합니다. 

- 냉동 창고의 경우는 감지기를 외부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VLP 
DETECTOR 

 VLP 모델 감지기 

Sampling Pipe 
샘플링 파이프  

연 기 층 형 성 





국가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 NFSC 203 )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3호, 2015.1.2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제4조(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대하여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1.23.＞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 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 2008.12.15, 2015.1. 23.＞ 

            

 
< Cas
e 1 > 

 < Case 1 >  < Case 2 > 



엘리베이터 설치 사례  
권상기실이 있는 유형의 설치 도면                

E/V 상부 

E/V 기계실 
HOLE 

SAMPLING PIPE 

AIR SAMPLING SMOKE DETECTOR(VLQ) 

승강기용 공기흡입형 화재감지기 

END CAP 
END CAP HOLE

SAMPLING PIPESAMPLING PIPE 

END CAP 

HOLE 

< 전면도 > < 측면도 > 

VESDA VLQ 감지기 도면화 



 천장 아래로 뜨거운 공기층이 형성되었을 경우 연기 단층화 현상이 일어

나면 천장에 설치된 스포트형 감지기로 연기가 도달하는 것이 지연되며  

천장에 설치된 스포트형 감지기가 감지하려면 큰 연기와 열이 동반되어

야 가능함, VESDA는 배관망을 통해 채집한 공기 샘플을 감지기로 보냄

으로써 높은 천장에 올라가지 않고도 유지, 보수, 점검이 용이함 





 통풍구와 공기조화기의 기류, 열차의 운행 등의 영향으로 연기는 정상적으로 분산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일반 연기감지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음 

 철도시설에서는 중앙 홀의 천장이 높아서 작은 화재나, 발열이 적은 연기 화재의 경우에는  

천장에 설치된 일반 감지기가 감지하기 어려움 

 에스컬레이터 내부 등에 밀폐되어 있는 기계장치 내부에서는 화재가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방식의 연기 감지기로는 감지가 늦어짐 

현대로템 브라질 살바도르 112량 / 90량     

 

Pipe network of 
the VESDA  

VESDA 
LaserFOCUS-250 



VESDA감지기 전산실 제조사 기준 
- 공기 이송 시간 90초 이내  
- Balance 70%이상(최소 50%이상) 



VESDA감지기 클린룸 제조사 기준 
- 공기 이송 시간 60초 이내  
- Balance 70%이상(최소 50%이상) 



VESDA감지기 개방공간 제조사 기준 
- 공기 이송 시간 120초 이내  
- Balance 70%이상(최소 50%이상) 



VESDA감지기 자동창고제조사 기준 
- 공기 이송 시간 120초 이내  
- Balance 70%이상(최소 50%이상) 



VESDA감지기 자동창고제조사 기준 
- 공기 이송 시간 120초 이내  
- Balance 70%이상(최소 50%이상) 



VESDA감지기 특수현장 제조사 기준 
- 공기 이송 시간 120초 이내  
- Balance 70%이상(최소 50%이상) 



VESDA감지기 주차타워 제조사 기준 
- 공기 이송 시간 120초 이내  
- Balance 70%이상(최소 50%이상) 



VESDA감지기 주차타워 제조사 기준 
- 공기 이송 시간 120초 이내  
- Balance 70%이상(최소 50%이상) 



VESDA감지기 엘리베이터 제조사 기준 
- 공기 이송 시간 120초 이내  
- Balance 70%이상(최소 50%이상) 



UL VDS FM 



LAN / WAN Support 
 

Ethernet 

VESDAnet 

VESDAnet 

VESDA 감지기의 모든 정보를 중앙집중화 함으로써 

 연기발생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책 계획 및 실행. 

 VESDA 감지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및 유지 관리. 

 VESDA 감지기 성능 분석 및 최적화 



VESDA VSM4 
• Xtralis 시스템의 환경설정, 감시, 문제해결 등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 사용이 간편하고 운영자가 완벽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 기반 인터페이스는 중앙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 VSM4는 Xtralis의 조기연기 및 가스감지를 통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입니다.  
 

VESDA VSM4 장점 
• 다수의 현장 및 원격장치 네트워크 모니터링 가능 
• 고객의 시설 전체를 그래픽으로 표시하고, 경보와 오류를 실시간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표시  
• VESDA 시스템의 제어로 셋팅, 테스트, 점검 및 관리 가능 
• 총괄적인 이벤트 관리로 전체감지기의 데이터화 가능 
• 세분화된 평면도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파악과  
  신속한 후속대처로 조기화재 감지기의 능력발휘 
• 원격 관리 지원기능으로 현장 방문 없이 감지기 오류 및 화재 확인 가능  
• 실시간 농도값 그래프로 표현 
• 계속적인 이벤트저장으로 감지기 화재 및 고장이 일어나도 확인 가능 
• 다국적 언어 지원 가능 
• 필터 교체 주기 및 유지 보수 주기 확인가능  



조기2단계 

화재 1단계 경보 

알람 및 오류 
복구 

가스계 소화설비 
 연동 및 연동 

해제 

모니터링상의 
알람경보음  

정지 

화재 2단계 경보 

조기 경계 경보 

폴트 신호시 

가스계 소화설비 연동해제 

현재 정상일때 

VESDA 시스템 구성 (VSM4) 



화재 1단계 알람 경보 

화재알람 발생  
시간,장소 화재내용 표시 

실시간 연기추세그래프 
녹색선 Fire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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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타입  
알람, 오류 등 체

크 가능 

날짜 선택시 체크 모두 
해제 후 검색날짜 선택  

OK 클릭 

VESDA 시스템 구성 (VS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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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roject team 구성 

시공, 설치 적용성       
검토/제안 

02. 기본 설계 

소방 설계  

설계 지원 

03. 실시 설계 

Customized 
designing         

(by AspireⅡ) 

04. 건설사 선정 

Preparation 
work/technique 

supporting  

05. 현장협의 

다양한 시공 요소를 고려 한  

현장 협의 및 shop drawing 

06. 1차 시공  

Installation for the 
sampling pipes 

07. 2차 시공 

Mounting and 
configuring the 

detector    

08. 시운전  

Commissioning 
and testing  

09. 사후 관리 

(정기정검, 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