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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공간 (EPS/TPS) 및 소공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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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특징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란?
100㎥ 이하의 전기실, 피트공간(EPS/TPS)등 비교적 소규모 방호구역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해당 공간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합니다.

■ 청정소화약제 HFC-125 사용
  ● 소화로 인한 2차 피해가 거의 없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HFC-125 청정소화약제 사용

■ 최단시간 화재진압
  ● 감지부 (스프링클러) 작동과 동시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어 화재를 초기에 진압.

■ 간편한 시공성
  ● 구조가 간단하여 현장 시공성이 매우 뛰어나며 짧은 시간에 설치 가능.

■ 높은 현장 적응성
  ● 다양한 제품규격 (9kg, 13.5kg,18kg, 27kg, 36kg, 40.5kg, 54kg)으로 현장에 맞는 규격 

선택이 용이함.

■ 신뢰성 높은 유지관리
  ●  가스소화 설비 제조 30년 역사에 빛나는 한국 최고의 가스소화설비 제조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안정성 및 신뢰성이 높음.

단독형 분  리  형

9kg 18kg 36kg

13.5kg 27kg 40.5kg 54kg

2.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작동순서

3.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화재발생 감지부 작동 소화약제 방출

부가장치 : 
PRD작동, 압력신호

소  화저장용기 밸브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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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제원

● 소화약제 : HFC-125

● 용기재질 : 고압가스용기용 강판

● 밸브재질 : 황동 단조

● 소화약제 충전량 : 9kg/병 또는 13.5kg/병

● 축압 가스 : 25 bar(20℃) 질소

● 감지부 : 조기반응 68℃ 유리벌브

● 용량 계산

○ A(C)급 체적당 약제량 : 1m3 당 0.56㎏

○ B급 체적당 약제량 : 1m3 당 0.75㎏

규격 9kg 13.5kg 18kg 27kg 36kg 40.5kg 54kg

다단 설치
1단 1단 1단/2단 1단/2단 1단/2단/4단 1단/3단 1단/2단/4단

9kg×1병 13.5kg×1병 9kg×2병 13.5kg×2병 9kg×4병 13.5kg×3병 13.5kg×4병

제품 중량 19.2kg×1 27kg×1 19.2kg×2 27kg×2 19.2kg×4 27kg×3 27kg×4

최대설치
높이(m)

4.5 8.6

설계
체적
(㎥)

A(C)급 16.02 24.04 32.04 48.07 64.09 72.11 96.14

B급 11.97 17.96 23.95 35.92 47.89 53.88 71.84

설계농도 (%) A(C)급 : 9.94          B급 : 12.87

방호면적 (㎡) 19.5 (6.5m × 3m) - 한 병 기준, 가로 3, 4단 가능

0 20 40 60 80 100체적(m3)

1병(9㎏) 16.02m3

1병(13.5㎏) 24.04m3

2병(27㎏) 48.07m3

3병(40.5㎏) 72.11m3

4병(54㎏) 96.14m3

2병(18㎏) 32.04m3

4병(36㎏) 64.09m3

9kg 용기

13.5kg
용기

연동 동관 벨브몸체

압력계

감지부

고정 홀

소화용기

안전밸브

방출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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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도

5.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구성 및 설치 도면

(용기당 M10(3/8”)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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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의 다단 가로설치

연동 동관의 연결

●  1병의 최대 설치 높이는 4.5m 이며, 다단으로 수직  

설치 시 8.6m 이하 동일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1병의 방호면적은 최대 6.5m x 3m 이내 입니다.

●  다단 으로 가로(수평) 설치 시 용기는 방호공간내 동일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예) 60kg 가로 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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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스톤릴리즈댐퍼 (RPD)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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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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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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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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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제조등록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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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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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형 13.5kg

HFC-125 형식승인서

● 단독형 9kg

● 분리형 18kg ● 분리형 2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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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125 형식승인서

● 분리형 40.5kg

● 분리형 54kg

● 분리형 3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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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로그에 수록된 자료의 소유권은 (주)마스테코에 있으며, 제품의 지속적인 기술개선에 따라 카다로그의 내용은 고객에게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 11. REV.5

1. 제품의 보관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40℃ 이하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2. 밸브의 안전밸브 및 각 조립 체결부위는 임의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3. 가스 방출시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체에 접촉하면 동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기동 동관 (6.35mm)의 길이는 15m 이하로 하십시오.

● PRD, 압력스위치(작동신호) 등의 부가장치에 적용하십시오.

1. 소공간소화장치는 설치 전 반드시 취급 및 사용설명서를 숙지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설치 전 제품의 손상, 조립부품의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3. 적용되는 설치장소에 적정한 규격의 제품인지를 확인하십시오.

4.  설치장소의 천장면과 감지부 및 방출노즐까지의 거리는 30cm 이하로 설치하며, 반드시 세워서 

설치하십시오. 

5. 방출노즐로부터 주변 구조물과 간섭이 없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6. 제품설치 시 용기에 부착된 고정홀을 설치면에 견고히 고정하십시오. 

7. 제품 설치 후 감지부(스프링클러 헤드)의 안전클립을 반드시 제거 하십시오.

8.  감지부(스프링클러 헤드)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는 제품은 절대 설치하지 

마십시오.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9.  감지부(스프링클러 헤드)에 다른 기구를 연결하거나 부착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작동이 안될 

수 있습니다.

10. 어떠한 경우에도 제품에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1.  열기구에 의한 가열 또는 발열체 등에 가까이 제품을 보관, 설치하지 마십시오. 열로 인하여 

작동될 수 있습니다.

12.  포장박스 단위로 보관. 운반시 4단 이상 적재하지 마십시오. 박스의 손상으로 인하여 내부 제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경    고

  주    의

  부가장치 연동 설치시 주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