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급 주방화재 전용 소화기
HYGOOD K급 소화기는
ANSUL의 R-102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화약제와 동일한 약제를
사용하였으며, 주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의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전용 소화기이며 K급 소화기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R-102)가 미설치된 공간에 대한 초기 화재의 진압이나, R-102의
백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특수 제작된 소화기의 노즐은
소화기를 사용하는 전문가는 물론,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도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특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적합한 제품
■NFPA 10 기준에 적합한 제품
■넓은 방사각 및 부드러운 방사 패턴, 손쉬운 조작 및 유지보수
■스테인리스 소재의 방출관 및 압력게이지, 재중전 가능

사양
■모델명 : K-EXT
■방사시간 : 약70초
■총중량 : 7.9kg

■KFI 능력단위 : A:1, K급
■사용온도 : -20℃ ~ 40℃

■용량 : 4L Wet Chemical
■방사거리 : 4M ~ 5M

설치 필요 대상
-

일반 식당
패스트푸드점, 호텔, 병원
대형마트내 푸드코트
대형 급식식당(기업체 등)
한식, 양식, 중식 식당
학교 구내식당 등

제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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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급 주방화재 전용 소화기
주방 K급 전용 소화기는 왜 필요한가?
■2009년 : 4,176건 (주방화재 비율 : 8.9%)
■2018년 : 5,065건 (주방화재 비율 : 12%)
※ 소방청 통계 자료

10년간
3.1% 증가

주방 화재의 특성
■국내외적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특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의 특성상 다량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
■주방의 후드/덕트 구조적 문제에 의해 소화에 어려움
후드와 닥트의 기름때로 화재 확산이 쉽고, 소화작업 어려움
(주방화재의 종류중 가장 무서운 것은 덕트화재이며, 덕트화재는 굴뚝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초고층 빌딩의 경우 전체층으로 화재가 번질수 있는 무서운 화재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초기에 진압을 하지 못 할때에는 피해규모 커짐
화재발생시 열 및 연기로 인한 내부 상황 파악 어렵고 접근이 어려워 소방활동이 지연

■주방 화재의 발생빈도와 위험성은 건물내의 인명/재산 크게 위협

주방 화재 왜 위험한가?
■연소형태 차이
일반 석유류 화재
발화점보다 훨씬 낮은 비점에서 유면상의 증기가 연소
그 화염을 꺼버리면 재 착화 할 가능성은 없음

식용유의 경우에는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가 적고, 발화점이 비점 이하인 기름이 착화하면 유온이 상승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 달아 착화
이때의 유면상의 화염을 제거하여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곧 재발화
※따라서 끓는 기름에 불이 붙은 경우
기름의 온도를 발화점 보다 20℃ ~ 50℃ 이상 낮추어야만 소화가 기능함

소화형태 차이
■소화약제로서 물이나 분말 등은 적응력이 떨어짐
■연소중 유증(油烝)에 물을 부으면 물이 즉시 100℃ 이상으로
되어 비등·증발하며 이때 기름이 착화한 채 비산하기 때문임
1리터의 기름으로도 직경 20~30㎝, 높이 수 미터의 불기둥을 만들게 됨
어떠한 경우라도 연소중 식용유에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