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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Miniature Fire Extinguishe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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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소개 



 

구      분 

소형제품 내 설치 불가 가  능 

감지 방식 튜브, 감지기 등 방출 노즐 내 유리벌브 

설치의 용이성 외부 설치 및 감지부 설치 제품 내 부착으로 용이 

작동 온도 설정 불가능 현장 여건에 맞춰 제작가능 

전원 공급 장치 감지기 사용시 필요 필요 없음 

미관 
외부 설치 시 노출로 인해 

미관에 영향을 줌 
In Cabinet  Type으로 

미관에 영향을 주지 않음 

오동작 여부 가능 없  음 

비고 기존 제품 Mini-Fire 
(AM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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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소개 



 

 사이즈(실린더 제외) : 16mm X 62mm 

 최소 설치 깊이 : 20mm 

 작동 온도 : 93℃ 

 소화 약제 : Novec,  

 수명: 10년 이상 

*실린더 크기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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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사양 



 

구   분 사      양 (Cylinder) 

모델 NO NOVEC 약제량 ㎖ 실린더 직경 ㎜ 실린더 길이 ㎜ 실린더 내용적 ℓ 

AMFE 22 22㎖ 22 128 0.024 

AMFE 72 72㎖ 35 154 0.080 

AMFE 120 120㎖ 40 186 0.133 

AMFE 241 241㎖ 51 251 0.267 

*노즐 & 감지기 크기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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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사양 



Standby 

Opening of cylinder 

Operation of Glass Bulb 

Release &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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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동원리 



NFPA2001(2012) 노벡 약제에 대한 기준 공식을 적용한 방호 체적임.  

모델 약제량 방호체적(A급) IMK 코드 

AMFE 22 22㎖ 0.06㎥ 

1173658900 

A급 방호체적예시 : 0.059㎥=59ℓ=600㎜(가로)*450㎜(세로)*220㎜(깊이) 

AMFE 72 72㎖ 0.19㎥ 
1173658800 

A급 방호체적예시 : 0.196㎥=196ℓ=1250㎜(가로)*450㎜(세로)*350㎜(깊이) 

AMFE 120 120㎖ 0.32㎥ 
1173658700 

A급 방호체적예시 : 0.324㎥=324ℓ=1800㎜(가로)*450㎜(세로)*400㎜(깊이) 

AMFE 241 241㎖ 0.64㎥ 
1173659000 

A급 방호체적예시 : 0.693㎥=693ℓ=2200㎜(가로)*700㎜(세로)*450㎜(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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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호규격별 체적 



9  5. 해외인증 현황 및 테스트 동영상 



10  5. 해외인증 현황 및 테스트 동영상 



11  5. 해외인증 현황 및 테스트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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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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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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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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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용 가능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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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기분전함,제어판넬 화재사례 



 
발화기기 

 
전기화재 
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발화기기 

 

 
전기화재 
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부상(명) 부상(명) 

 

전기설비 803  20 3,556,484 보조전원장치 2 - 5,449 

계량기  124 - 130,313 인버터/컨버터 4 - 20,113 

고압,특고압 
개폐기 

10 3 9,814 AVR 2 - 40,006 

고압 특고압 
차단기 

7 - 20,789 저압개폐기 2 - 4,245 

무정전전원 
장치(UPS) 

4 - 47,355 저압차단기 47 1 79,467 

발전기 1 - 2,302 정류기 2 1 9,911 

배전반/분전반 363 14 1,733,400 제어반 13 1 113,486 

배터리/축전기 8 - 62,881 컨트롤박스 32 - 184,479 

배터리충전기 5 - 50,682 콘덴서 25 - 85,524 

변압기 46 - 217,520 기타 
(전기설비) 

106 - 73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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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기분전함,제어판넬 화재사례 



 

- 배전반 화재는 일반 공장을 비롯해 대형건물, 학교, 공공시설에 이르기 
까지 규모와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전기화재 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 총 8,287건 발생하였는데  
 
- 발화기기별로 보면 전기설비 803건, 배선·배선기구 1706건, 계절용      
   기기 695건, 산업장비 183건, 상업장비 17건, 생활기기 224건, 사무기기 
   43건, 주방기기 344건, 영상·음향기기 113건, 의료장비 10건, 농업용  
   장비 50건, 조명·간판 559건, 차량·선박부품 2건, 기타 171건  
   발생하였음. 
 
- 이 중 전기설비(803건)에서 가장 높은 전기화재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배전반·분전반으로 나타남. 
    특히 배전반·분전반에서 일어난 화재는 363건으로, 전기설비 사고의 
    45%를 점유했고 사고원인은 절연불량과  보호장치 오동작, 수해·수분, 
    과부하, 부식 등이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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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기분전함,제어판넬 화재사례 



(주) 오로라(AURORA) www.iaurora.co.kr 
 
    Tel : 053) 585-8161, 053)585-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