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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소화시스템

자동소화시스템(CO2 고압용)

제 품 개 요

모델명 CP-100LB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CO2)

소화약제무게 100 lbs (45.4 kg)

치수 550mm(W) x 430mm(L) x 1930mm(H)

색상 아이보리

무게 220 kg

사용 온도 0°C ~ +49°C (CO2 실린더: -18°C to +49°C)

입력 전압 AC 110-120 V / AC 220-240 V (50-60Hz)

SMPS 출력 DC 24V, 4A, 96W

배터리 12V DC 배터리 x 2개 (총 24 VDC, 15 Ah)

기능수(Number of Zone) 2종 (And / or 모드 선택 가능)

사용자 방출 지연 타이머 0-60 초

LCD 디스플레이 3.2 인치 LCD 인터페이스

비밀번호 설정 가능

이벤트 저장 10,000 건

제 품 사 양

FM용 자동소화시스템은 고압 CO2 디지털 소화시스템으로 각종 화재센서와 
연동하여 반도체, LCD생산설비, 기계설비, 무인통신장비, 전산장비 등 첨단 
장비를 화재로부터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자동소화시스템입니다.

자동소화시스템은 자체 통신모듈이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통신용 중계기
없이 중앙방재센터에서 자동소화기의 각종 입·출력 상태는 물론 디지털 온도
제어기의 온도변화 및 상태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재발생에 
따른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통신으로 자동소화기의 각종 입·출력 상태는 물론 화재센서와 실시간 
이벤트 상태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FM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한 Wet-  
Bench용 소화장치 시스템입니다.

CP-100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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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소화시스템

반도체 장비 보호용 Digital 자동소화시스템

자동소화기는 각종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반도체, LCD생산설비, 기계
설비, 무인장비, 전산실 등 고가의 장비 또는 시설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며 
완벽한 초기 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소화시스템으로 GAS계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 시에 해당 장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자동소화시스템은 자체 통신모듈이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통신용 중계기 
없이 중앙방재센터에서 자동소화기의 각종 입·출력 상태는 물론 디지털 온도
제어기의 온도변화 및 상태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재발생에 
따른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 품 개 요

제 품 사 양

모델명 CP7S CP14S CP25S CP25D CP45S CP45D

외형치수 420X325X990 420X405X1040 420x405x1530 620X405X1530 450X430X1930 650X430X1930

소화약제 CO2 GAS

저장용량 7㎏X1 14㎏X1 25㎏X1 25㎏X2 45㎏X1 45㎏X2

도장 적색 분체 도장 베이지색 분체 도장

사용주위온도 0℃~+40℃

전원

입력전원 AC 110V 50/60Hz(1A), AC 220V 50/60Hz(0.5A)

비상전원 DC 24V, 2900mAh lead-acid Battery

회로전압 / 출력전압 DC 24V

감지기 
신호입력

AND회로 시 감지기 2회로(L1, L2중) 감지기 작동, 2System

OR회로 시 감지기 2회로(L1, L2중 1회로) 감지기 작동, 1System

제어기능

시스템상태 LCD화면을 통해 확인 가능

수동기능버튼 적색 PUSH버튼(부서지기 쉬운 아크릴 합성수지 버튼)

전원표시램프 녹색 LED 램프

PC통신램프 녹색 LED 램프

TC통신램프 녹색 LED 램프 

예비전원표시램프 적색 LED 램프 (주전원 OFF 시 점등)

예비전원단선램프 황색 LED 램프 (예비전원 단선 시 점등)

주의램프 황색 LED 램프 (스위치 입력 및 각종 단선 시 점등)

화재표시램프 적색 LED 램프 (화재 감지기 작동 시 점등) 

기동표시램프 적색 LED 램프 (가동장치 작동 시 점등)

방출표시램프 적색 LED 램프 (소화약제 방출 시 점등)

알람SIREN SIREN 발생 (화재 발생 및 이상신호 입력 시)

누설보상 가압방식 자동소화시스템(압력 방폭구조)

제 품 개 요

주 요 특 징

누설 보상 가압방식의 압력 방폭구조 자동소화시스템은 반도체, LCD생산
장비, 약액 공급설비 등 고가의 장비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고정형 소화
장치로 화재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 경보를 발하고 동시에 자동으로 소화
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입니다.

  방호대상 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소화용기 저장실 불필요

 최단시간 방사하여 화재 시 초기 진압 가능

 소화 후 잔해가 발생하지 않아 고가장비의 손실 전무

 용기 내부의 압력을 감지한 자동 전원 제어

 소화기함의 완벽한 밀폐로 보호가스 누설량 미미

 구조가 간단하여 현장 시공성이 매우 뛰어나며 짧은 시간내 설치 가능

제 품 사 양

모델명 CP14S-E

외형치수 420mmX1040mmX355mm

방폭등급 Ex pz ll T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화약제 CO2 GAS

보호가스 N2, AIR

재질 SPCC(냉간 압력 강판)

압력유지 방식 누설 보상 가압방식

퍼지시간 / 용량 7분 /155L

사용온도 -20℃~+40℃

최소 / 최고압력 0.5mb ~ 20mb(50Pa~2kPa)

상시운전압력 0.7mb ~ 1.5mb(70Pa~150Pa)

경보발생압력 0.5mb(50Pa)

CP14S-E 방폭형

CP7S CP45D

자동소화시스템



76

불꽃감지기

 다수 화원 시험에 의한 비화재보 내성 시험 통과

 디지털 칼만필터 기법에 의한 정확한 화재 판별

 고감도 UV, IR 듀얼 센서 사용으로 고신뢰성과 빠른 응답속도 

 인증을 통한 높은 신뢰성 획득
    - FM, CE, IECEx, KCS 인증

 리드선 일체형 감지기로 시공 용이

 Compact Type으로 좁은 공간에 설치 용이
    - 목조 문화재, 실내 체육관, 주차타워, 반도체 장비, 각종 설비 등

 일반 접점 출력 및 통신 회로 장착

 통합 모니터링 기능(Option)
    - RS-485통신으로 제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Sun Shield 및 장비 장착이 용이한 체결 구조

모델명 CS-UIE-C20F 방폭형

외형치수 75㎜ X 62㎜ 원통형 (브라켓, 케이블 그랜드 제외)

본체중량 490g (브라켓, 케이블 그랜드 제외)

인증 FM(미국)

감지거리 / 시야각 15m / 100°

방폭등급 Ex d llC T6 IP67 (한국가스안전공사)

재질 알루미늄 6061

사용온도 -20℃∼+60℃

정격전압 DC 24V ± 20%

소비전류 대기시 : 20[㎃] ±10%, 작동시 : 40[㎃] ±10%

LED COLOR 전원 : 녹색 LED, 화재시 : 적색 LED, 통신시 : 청색 LED

제 품 사 양

CS-UIE-C20F

적외선/자외선 복합형 불꽃감지기(FM인증)

주 요 특 징

 고신뢰성 UV, IR 듀얼 센서 장착

 디지털 칼만필터 기법에 의한 정확한 화재 판별

 인증을 통한 높은 신뢰성 확보
   - CE, IECEx, KFI, KCS 인증

 리드선 일체형 감지기로 시공 용이

 Compact Type으로 좁은 공간에 설치 용이
  - 목조 문화재, 실내 체육관, 주차타워, 반도체 장비, 각종 설비 등

 일반 접점 출력 및 통신 회로 장착

 통합 모니터링 기능(Option)
  - RS-485통신으로 제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높은 산도에 견디는 내산형 도장

 화재 위험이 있는 지역에 상시·연속 감지 가능

 Sun Shield 및 장비 장착이 용이한 체결 구조

모델명 CS-UIE-C20 방폭형

외형치수 75㎜ X 62㎜ 원통형 (브라켓, 케이블 그랜드 제외)

본체중량 490g (브라켓, 케이블 그랜드 제외)

감지거리 / 시야각 30m / 100°

방폭등급 Ex d llC T6 IP67 (한국가스안전공사)

재질 알루미늄 6061

사용온도 -20℃∼+60℃

정격전압 DC 24V ± 20%

소비전류 대기시 : 20[㎃] ±10%, 작동시 : 40[㎃] ±10%

LED COLOR 전원 : 녹색 LED, 화재시 : 적색 LED, 통신시 : 청색 LED

제 품 사 양

CS-UIE-C20

주 요 특 징

적외선/자외선 복합형 불꽃감지기(방폭형)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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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사 양

모델명 CS-UIN-C100 비방폭형

외형치수 75㎜ X 58㎜ 원통형 (브라켓, 케이블 그랜드 제외)

본체중량 450g (브라켓, 케이블 그랜드 제외)

감지거리 / 시야각 30m / 100°

재질 알루미늄 6061

사용온도 -20℃∼+50℃

정격전압 DC 24V ± 20%

소비전류 대기시 : 14[㎃] ±10%, 작동시 : 25[㎃] ±10%

LED COLOR 전원 : 녹색 LED, 화재시 : 적색 LED, 통신시 : 청색 LED

CS-UIN-C100

불꽃감지기

적외선/자외선 복합형 불꽃감지기(비방폭형)

 고신뢰성 UV,IR 센서를 사용하여 완벽한 화재 판별 성능

 다양한 화원 시험을 통한 정확한 화재 판별

 전자파(EMI,EMC)에 대한 강인한 내성

 인증을 통한 높은 신뢰성 획득
    - CE인증

 리드선 일체형 감지기로 시공 용이

 Compact Type으로 좁은 공간에 설치 용이
    - 목조 문화재, 실내 체육관, 주차타워, 반도체 장비, 각종 설비 등

 통합 모니터링 기능(Option)
    - RS-485통신으로 제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Sun Shield 및 장비 장착이 용이한 체결 구조

주 요 특 징

적외선/자외선 복합형 불꽃감지기(방폭형)

모델명 CS-UIEX-11 방폭형

외형치수 75㎜ X 66㎜ 원통형(브라켓, 케이블 그랜드 제외)

본체중량 450g (브라켓, 케이블 그랜드 제외)

감지거리 / 시야각 30m / 100°

방폭등급 Ex d llC T6 IP6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질 알루미늄 6061

사용온도 -20℃∼+50℃

정격전압 DC 24V ± 20%

소비전류 대기시 : 14[㎃] ±10%, 작동시 : 34[㎃] ±10%

LED COLOR 전원 : 녹색 LED, 화재시 : 적색 LED, 통신시 : 청색 LED

제 품 사 양

CS-UIEX-11

 고신뢰성 UV, IR 듀얼 센서 적용 

 인증을 통한 높은 신뢰성 획득
    - CCC-F, CE, NEPSI인증

 리드선 일체형 감지기로 시공 용이

 Compact Type으로 좁은 공간에 설치 용이

 일반 접점 출력 및 통신 회로의 장착

 통합 모니터링 기능(Option)
    - RS-485통신으로 제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다양한 화재 출력 신호(Option)

 Sun Shield 및 장비 장착이 용이한 체결 구조

주 요 특 징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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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IE-C30

모델명 CS-TIE-C30 방폭형

외형치수 75㎜ X 62㎜ 원통형 (브라켓, 케이블 그랜드 제외)

본체중량 490g (브라켓, 케이블 그랜드 제외)

감지거리 / 시야각 50m / 90°

방폭등급 Ex d llC T6 IP67 (한국가스안전공사)

재질 알루미늄 6061

사용온도 -20℃∼+60℃

정격전압 DC 24V ± 20%

소비전류 대기시 : 26[㎃] ±10%, 작동시 : 30[㎃] ±10%

LED COLOR 전원 : 녹색 LED, 화재시 : 적색 LED, 통신시 : 청색 LED

제 품 사 양

3파장 적외선 불꽃감지기(방폭형)

 화재 발생 시 방사되는 파장대역을 정확히 감지하는 멀티 전압식 IR 센서 장착

 인증을 통한 높은 신뢰성 획득
    - CE, IECEx, KFI, KCS 인증

 리드선 일체형 감지기로 시공 용이

 Compact Type으로 좁은 공간에 설치 용이

 디지털 필터 기법 적용으로 원거리 화재 정확히 감지

 일반 접점 출력 및 통신 회로 장착

 통합 모니터링 기능(Option)
    - RS-485통신으로 제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화재 위험이 있는 지역에 상시·연속 감지 가능

 높은 산도에 견디는 내산형 도장

 Sun Shield 및 장비 장착이 용이한 체결 구조

주 요 특 징

CS-TIE-C30F

모델명 CS-TIE-C30F 방폭형

외형치수 75㎜ X 62㎜ 원통형 (브라켓, 케이블 그랜드 제외)

본체중량 490g (브라켓, 케이블 그랜드 제외)

인증 FM(미국)

감지거리 / 시야각 15m / 90°

방폭등급 Ex d llC T6 IP67 (한국가스안전공사)

재질 알루미늄 6061

사용온도 -20℃∼+60℃

정격전압 DC 24V ± 20%

소비전류 대기시 : 26[㎃] ±10%, 작동시 : 30[㎃] ±10%

LED COLOR 전원 : 녹색 LED, 화재시 : 적색 LED, 통신시 : 청색 LED

제 품 사 양

 화재 특성에 적합한 멀티 적외선 센서 장착

 인증을 통한 높은 신뢰성 획득
    - FM, CE, IECEx, KCS 인증

 리드선 일체형 감지기로 시공 용이

 Compact Type으로 좁은 공간에 설치 용이

 신속, 정확한 화재 감지를 위한 디지털 필터 기법 적용

 일반 접점 출력 및 통신 회로 장착

 통합 모니터링 기능(Option)
    - RS-485통신으로 제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다수 화원시험에 의한 비화재보 배제

 다양한 화재 출력 신호(Option)

 Sun Shield 및 장비 장착이 용이한 체결 구조

주 요 특 징

3파장 적외선 불꽃감지기(FM인증)

불꽃감지기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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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사 양

모델명 CI-TIN-L100 비방폭형

외형치수 75㎜ X  62㎜ 원통형(브라켓,케이블 그랜드 제외)

본체중량 490g(브라켓, 케이블 그랜드 제외)

감지거리 / 시야각 50m / 90°

재질 알루미늄 6061

사용온도 -20℃∼+60℃

정격전압 DC 24V ± 20%

소비전류 대기시 : 19[㎃] ±10%, 작동시 : 31[㎃] ±10%

LED COLOR 전원 : 녹색 LED, 화재시 : 적색 LED, 통신시 : 청색 LED

CI-TIN-L100

 멀티 적외선 센서 장착으로 원거리 화재 검출 및 정확한 화재 감지 

 인증을 통한 높은 신뢰성 획득
    - CCC-F, CE 인증

 리드선 일체형 감지기로 시공 용이

 Compact Type으로 좁은 공간에 설치 용이

 일반 접점 출력 및 통신 회로 장착

 통합 모니터링 기능(Option)
    - RS-485통신으로 제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화재 오보율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탑재

 다양한 화재 출력 신호(Option)

 화재 위험이 있는 지역에 상시·연속 감지 가능

 Sun Shield 및 장비 장착이 용이한 체결 구조

주 요 특 징

3파장 적외선 불꽃감지기(비방폭형)

모델명 CS-TIE-C30 비방폭형

외형치수 75㎜ X 62㎜ 원통형 (브라켓, 케이블 그랜드 제외)

본체중량 490g (브라켓, 케이블 그랜드 제외)

감지거리 / 시야각 50m / 90°

재질 알루미늄 6061

사용온도 -20℃∼+60℃

정격전압 DC 24V ± 20%

소비전류 대기시 : 26[㎃] ±10%, 작동시 : 30[㎃] ±10%

LED COLOR 전원 : 녹색 LED, 화재시 : 적색 LED, 통신시 : 청색 LED

제 품 사 양

CS-TIE-C30

 화재 발생 시 방사되는 파장대역을 정확히 감지하는 멀티 전압식 IR 센서 장착 

 인증을 통한 높은 신뢰성 획득
    - CE, KFI 인증

 리드선 일체형 감지기로 시공 용이

 Compact Type으로 좁은 공간에 설치 용이

 디지털 필터 기법 적용으로 원거리 화재 정확히 감지

 일반 접점 출력 및 통신 회로 장착

 통합 모니터링 기능(Option)
    - RS-485통신으로 제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화재 위험이 있는 지역에 상시·연속 감지 가능

 높은 산도에 견디는 내산형 도장

 Sun Shield 및 장비 장착이 용이한 체결 구조

주 요 특 징

3파장 적외선 불꽃감지기(비방폭형)

불꽃감지기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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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불꽃감지기(CCD+IR3) 

자외선 불꽃검지기

제 품 개 요

불꽃감지기는 서로 다른 3개의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여 오동작을 최소화 
하였고 고감도의 센서 사용으로 최대의 민감도를 실현하였으며 융복합 
기술에 의한 CCTV 카메라와 연동되어 화재 전후의 현장 상황을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뿐 아니라 화재, 보안 및 다양한 방재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 요 특 징

 정확한 화재 인식
-1 Microprocessor를 이용한 제어 기술의 장착으로 화재 발생 

시 불꽃의 크기에 따른 감도 및 시간지연 데이터가 프로그램
되어 다른 광원에 대한 오동작 최소화

 장거리 화재 감시
-1 서로 다른 3개의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장거리 화재 감지 

가능

 화재에 대한 응답속도 신속
- 1 고감도의 IR센서 사용 및 Microprocessor 프로그램으로 

응답 속도 신속

 화재 전후 상황 녹화 및 원인 분석 가능(CCTV)
- 1 불꽃 감지기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기준으로 화재 전후 영상이 

저장되며 화재 진행 영상을 분석, 화재 원인 파악이 용이

 화재 및 범죄 예방(CCTV)
-1 실시간 영상을 통하여 화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이 가능

불꽃감지기

CS-CIN-P210

제 품 사 양  네트워크카메라 CCTV 주요사양

Pixel Array 1920×1080(Full HD)

Pixel Size 2.8um X 2.8um

Frame Rate Max 30 fds

Angle of View 113°(H), 60°(V), 130°(A)

Out Put Ethernet(Network)

모델명   CS-CIN-P210

외형치수 116㎜ X 116㎜ X 131mm

본체중량 1.5Kg

감지거리 40m

재질 알루미늄 6061

사용파장 적외선(4.0um~5.3um)

시야각 90°

릴레이경보 A접점 RS485(옵션)

각종 건조장비 및 산업용 보일러 내부의 정확한 불꽃 확인 및 연소감지를 
위하여 고감도의 자외선(UV)센서를 사용하였으며 불꽃에 대한 판단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제품에 비해 신뢰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제 품 사 양

모델명 CS-UM-11

외형치수
U-TYPE : 39mm×83mm 원통형

C-TYPE : 34.5mm×83mm 원통형

본체중량 100g

감지거리 3M(최대5M)

시야각 60°

재질 알루미늄 6061

동작온도 -20℃~+60℃

정격전압 DC 24V

소비전류 대기전류 : 22mA ±3, 동작전류 : 24mA ±3

LED Color 전원 : 녹색 LED, 화재시 : 적색LED 점등 

출력방식 Open Collector 방식/150mA Max

제 품 개 요

주 요 특 징

 정확한 화재 인식 : UV전용 감지회로 사용

 빠른응답속도 : 고감도의 UV센서 사용

 NPT TR(Open-collector), 50vDC 150mA MAX

 감지기 일체형 리드선 : 시공의 편리성 제공

 종별 : 자외선 불꽃검지기

 형식 : DC 24V, 자외선

 적용분야 : 기계실, 반도체장비, 산업용보일러, 각종장비 등

 응답속도 : 3초이내

 출력유지시간 : Auto Reset기능(출하 시 복귀시간 설정가능)

CS-UM-11

산업용 보일러, 건조로 연소 감지를 위한 자외선 불꽃검지기



1716

불꽃감지기 전원공급함

불꽃감지기 전원공급함은 AC220V 입력에서 정류된 DC24V의 출력과 
정전시에 예비전원 공급에 필요한 불꽃감지기 전용 전원공급장치입니다.

주 요 특 징

 AC, DC공급상태 확인 가능

 화재 감지 후 버튼 하나로 편리한 복구

 다수의 감지기 연결 가능

 육안으로 공급 전원 확인 가능

 소형화된 외함으로 설치가 용이

제 품 사 양

모델명 CS-PS5A

외형치수 260mm X 80mm X 330mm

본체형태 노출형, 벽부형

도장 분체도장

입력전압 AC 220V, 60Hz

출력전압 DC 24V±10%

출력용량 70W(DC24V, 5A)

예비전원용량 DC24V, 1.3AH, 연축 전지×2

예비시간 60분(DC24V, 5A)

충전시간 약 48시간

제 품 개 요

CS-PS5A

불꽃감지기 전원공급함 UV/IR, IR3 불꽃감지기 시험램프

제 품 개 요

사 용 방 법

불꽃감지기와 거리가 근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장용 테스트기입니다.

 시험램프를 불꽃감지기로 향한다.

 작동 스위치를 켠다.(ON) (광이 깜박이는 상태가 정상작동)

 광의 가장 밝은 부분을 센서부로 향한다.

 불꽃감지기가 작동할 때까지 기다린다.

 작동스위치를 끈다.(OFF)

 사용 후 충전한다.

제 품 사 양

모델명 CS-UFTL CS-IFTL

사용거리 5M 1M

최대연속사용시간 1시간갅

무게 약 1.2㎏

외형치수 240mm(길이) X 125Φ(헤드) X 160mm(높이)

입력전압 AC 220V

적용 UV / IR 불꽃감지기 IR3 불꽃감지기

CS-UFTL

CS-IFTL

불꽃감지기 시험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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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 시스템

누액감지 시스템

고가의 기계설비의 배관 및 장비에서 누출될 수 있는 비전도성, 전도성 액체(물, 산성용액 등)의 누액을 감지하여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경보해주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각종 액체의 누액 및 누출은 빌딩, 산업설비, 공장의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화학물질이나 산성용액 등의 누출은 심각한 환경오
염이나 화재 및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누액, 누출의 초기 감지를 통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안전예방 시스템입니다.

1. 전기 화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신뢰성있게 누액을 감지

2. 다양한 종류의 Sensing Cable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액체누출을 감지(선택사항)

3. 유연성 있는 Plastic Cable이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하고, 누액 위험지역을 완벽하게 감지

4. 설계변경이나 장비의 Layout 변경 및 건물의 용도 변경 시 설치 변경이 용이

5. 다양한 Monitoring System의 제공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

6. 누액 Sensing Cable의 경우 감지 후 Clean Up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수명이 반영구

7. 모든 System이 Module화 되어 있어 설치가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수월

8. Controller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연동으로 모든 설비에 적용이 가능

누액감지 시스템

누액감지 시스템의 장점

누액감지 시스템 적용사례

제품 주요특징

Sensing Cable 주요특징

 누액감시 시스템 중앙감시 모듈(Supervising Panel)

 하부의 CS-LDAD, CS-LDRD를 100개까지 모니터링

  누액감지 케이블을 최대 20,000m까지 연결

 LCD를 통해 누액위치 표시

 크기 : 171mm×121mm×55.5mm (W×D×H)

 RS-485모듈(공개 프로토콜-선택사항)

 누액감지 케이블을 최대 200m까지 연결
 누액 위치 정확도 : ±1m
 응답시간 : 4초
  누액감지 케이블이 중간에 절단 되었어도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 
 (Failed-Safe Loop Back)
  LCD를 통해 누액 위치 표시
 RS-485모듈(공개 프로토콜-선택사항)
 크기 : 71mm×87mm×49mm (W×D×H) 

 기본형 길이 : 5, 10, 15, 20m

 외경 : 평균 5.5mm

 컨넥터 : 플라스틱 방수형

  센서선 : 2가닥 검정색 고분자 반도체

 연결선 : 흰색, 붉은색 내열전선

 누액감지 케이블 최대 200m까지 연결
 누액 위치 정확도 : ±1m
 응답시간 : 4초
  누액감지 케이블이 중간에 절단되었어도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 
 (Failed-Safe Loop Back)
 LCD를 통해 누액위치 표시
 크기 : 171mm×121mm×55.5mm (W×D×H)
 RS-485모듈(공개 프로토콜-선택사항)
 4-20mA 전류 출력 가능

 누액감지 케이블을 최대 200m까지 연결

 누액 위치 정확도 : ±1m

 응답시간 : 4초

 음향경보 : 80㏈ Max

 단일 구역감시용으로 사용

  LCD를 통해 누액 위치 표시

 크기 : 71mm×87mm×49mm (W×D×H) 

누액감지 시스템

선형 누액감지 시스템

CS-LDMD CS-LDAD 

CS-LDNDCS-LDRD

3L-LS (염기성용) 3L-AS (산성용)

인젤리전트 빌딩

전화국, 통신실, 교환기계실

반도체 공장 및 클린룸

네트웍 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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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 시스템

다채널용 누액 검출기 

 전극간 저항 감지 방식(5㏁)의 고임피던스 액체를 안정적으로 검출

 1개의 누액 검출기로 6포인트 센서를 감시

 전면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센서 감지상태 확인

 통신기능 내장(RS-485)

 전원과 검출 회로부의 절연에 의한 동일 부분에 복수 설치가 가능

 Local Indicator기능, 경보기능 탑재

 출력 용량 : DC24V 1A 접점출력

 입력 전원 : DC24V

 크기 : 134mm×204mm×54mm (W×H×D)

누액 포인트 센서

 누액 검출을 위한 포인트형 센서

 점검이 용이하고 이물질 제거가 용이함.

    - 정상 : 녹색/누액 : 적색/단선 시 : LED점열

 전극부 재질 : SUS 304

 본체부 재질 : 난연 P.P

 무게 : 30g

 크기 : 32mm (8각형)

 사용온도 : -10~60℃

 케이블 길이 : 최대 50m까지 검출

 누액 및 단선확인 LED점등

 방폭등급 : Ex mb ll T6 (한국가스안전공사)

포인트형 누액 감지 시스템 누액감지 시스템 구성도

LKA-03

3채널용 누액 검출기 

 전극간 저항 감지 방식(5㏁)의 고임피던스 액체를 안정적으로 검출

 전원과 검출 회로부의 절연에 의한 동일 부분에 복수설치가 가능

 출력접점 다양화 : NO, NC(Dry Contact), DC24V/Point

 출력용량 : DC24V 1A 접점출력

 입력전원 : DC24V

 크기 : 149mm×222mm×40mm (W×H×D)

 용도 : Local에 설치하여 현장에서 누액을 감지

LKA-02

LKS-002 방폭형
(KCS, NEPSI)

누액감지 시스템

선형 누액감지 시스템 구성도

포인트형 누액감지 시스템 구성도

설비

설비

설비

CS-LDAD

CS-LDND

CS-LDRD

Leader Cable

Leader Cable

Leader Cable

End Cap

End Cap

End Cap

Sensing Cable

Sensing Cable

Sensing Cable

기본적인 누액감지 System은 감지전용 Module과 누액감지용 Sensing Cable로 구성되고 각 Module의 기능에 따라 Alarm 신호출력, 
경보음 출력, 통신출력 등의 외부출력을 통해 누액생태를 경보합니다.

CS-LDMD

원격모니터링
RS-485

누액 포인트 센서 
LKS-002

누액 포인트 센서
LKS-002

RS-485

LKA-02

1. 전체 50m 이하에서 센서 병렬 연결 가능

2. 통신 중계기를 통해 모니터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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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실린더 무게 검지 및 Leak 경보 시스템

LOAD CELL을 이용한 가스실린더 무게 검지 및 경보 : 소화약제 실린더의 무게를 실시간으로 감시 모니터링하여 가스계 소화설비의 문제점
인 가스의 누설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어 설비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사용 실린더의 무게 범위 : 50㎏~200㎏(약제량 포함)

▷ RS-485통신을 이용한 테이터 통신

▷ 지시계를 통해 Local에서 소화가스 약제량 확인

▷ 자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실린더 무게 확인 가능

▷ 주요용도 : 가스계 자동소화기, 가스계 실린더 집합관 등

제 품 개 요

무게 검지 시스템 미적용 시 문제점 무게 검지 시스템 적용 시 기대효과

 소화약제의 누설 여부가 확인 안됨

 가스계 소화설비의 점검이 정확하지 않음

  소화가스 누설로 인한 약제량 부족 시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소화가스 약제량 감시

 가스 누설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

 가스 저장용기 및 부품의 신속한 교체

 소화설비의 안정적인 기동을 보장

가스실린더 무게 검지 및 Leak 경보 시스템 가스실린더 무게 검지 및 Leak 경보 시스템

가스 실린더 무게 검지 및 Leak 경보 시스템

▷ 고정밀의 산업용 인디케이터

▷ 사용실린더 무게범위 : 0㎏~200㎏(약제량 무게 포함)

▷ 무게별 경보 설정범위 : 1㎏

▷ 편리하고 유연한 제어설정 High, Low Alarm 및 Level 설정

(정, 역방향)

▷ 데이터 통신기능(RS-485)

▷ 자동 무게 설정기능

▷ 알람 설정기능(High, Low) 및 외부 접점

무게 보정기능(Calibration)

▷ 모니터링 프로그램 : 사용자 요구에 맞추어 주문제작

▷ RS-485통신을 이용한 테이터 통신

▷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실린더 무게 확인 가능

▷ Graphic을 통한 가스 누설 알람 표시

▷ User Interface 구현

▷ 종류 :  50㎏(170mm×170mm×30mm)

 100㎏(250mm×250mm×30mm)

 200㎏(300mm×300mm×30mm)

 국내 특허품(제0470969호)

 전자파 통과(EMI, EMC)

 내전압 및 NOISE통과

디지털 무게 지시계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

로드셀

CS-L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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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디지털 온도 감시 시스템

온도 설정식 디지털 온도 컨트롤러

화재로부터 IT관련설비, 반도체장비, 각종 생산라인, 전기설비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임의의 알람 및 감시온도 설정식 디지털 온도 컨트롤러

 화재발생 사전감지 기능(이중레벨 : Pre-Alarm, Alarm)

 온도 센싱, 분석, 처리, 전송 등 모든 기능을 디지털 처리 

 알람 경보 신호를 개별 접점과 디지털 데이터통신(RS-485)으로 전송

 실시간 온도, 알람 상태, 감지조건 변경 가능

 UL, CE인증 획득을 통한 높은 전기적인 신뢰성 인정

 정밀한 화재감시 센서 사용(PT100) 

모델명 CS-T02

제품Size 140mm×100mm×26mm (W×D×H)

입력전원 DC 24V(DC 12V~24V가능)

사용전류 50mA

통신방식 RS-485(Half Duplex)

주소부여 개별 주소 부여(통신 사용시)

온도센서 PT100Ω센서

출력접점 2EA(알람, 센서 단선), A or B 접점 선택 가능(기본A접점)

측정온도 -20℃~+400℃

제 품 개 요

제 품 사 양

주 요 특 징

CS-T02 TC-PTS050

열영상 화재감지 카메라 시스템

근거리 열영상 온도 및 화재감지 카메라 시스템

근거리 열영상 온도 및 화재감지 카메라는 모든 설비의 열 발생에 대한 
실시간 열영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설정온도가 초과되면 알람발신과 과열
부분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초소형 열화상 장치입니다.

제 품 사 양

모델명 AX8

외형치수 54mm x 25mm x 95mm

입력전원 DC24V

측정온도 -10℃~+150℃

IR해상도 80 x 60Pixels

IR파장대역 7.5~13㎛

IR Camera FOV 48°x 37°

CCD해상도 640 x 480Pixels

CCD FOV MAX66°Adapts to Flame IR Lens

출력접점 접점 및 열영상

Interface Ethernet/ IP or Modbus TCP

감지거리 10m 이내

정확도 ±2℃

제 품 개 요

주 요 특 징 적 용 분 야

 온도감지 및 온도분석에 의한 화재감지

 화재영상 감시기능

 소공간 및 근거리에 온도 및 화재감시 최적합

 반도체 생산장비 내·외부 온도 및 화재감시

 수배전반 내·외부 온도 및 화재감시

 소공간(중요자재창고 및 서류보관 기기 등) 화재감시

 제품 불량검사 적용

 유기물 부패 확인

 신체정보 확인

FLIR A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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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영상 화재감지 카메라 시스템

장거리 복합식 열영상 화재감지 카메라 시스템

주 요 특 징 적 용 분 야

제 품 사 양

주, 야간 산불 감시, 도심화재 무인탐지 및 경보를 목적으로 특별히 개발된 
열영상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으로 장거리 화재 탐지가 가능하며, LRF 또는 
GPS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화재 거리를 산출 및 지리정보를 적용하여 화재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줍니다.

 발화점 화재온도 표시

 탁월한 파노라마 영상구현

 열영상 전송 및 순차 CCD영상 전송

 사용자 편의의 User-Interface

 화재 조기 탐지를 위한 강력한 software engine 탑재

 화재 거리 산출 및 위치 거리 정보(option)

 풍향, 풍속데이터에 의한 사전 화재 예측 정보 제공

 산불탐지

 도심화재 탐지

 문화재 및 구조물 화재 탐지

 가스 및 정유, 유전지역 관련시설 감시

 원자력 관련 시설 감시

모델명 FE-N1101

외형치수(P/T포함) 530mm×310mm×510mm (W×D×H)

본체중량(P/T포함) 31㎏

감지거리 2㎞ 이상

감지속도 FILK 기준 10초 이내

동작온도 -20℃~+50℃

조정각 355°, 상하-60°~+30°

정격전압 AC 220V

정격전력 200W

전격주파수(Hz) 60Hz

통신방식 RS-485, Ethernet

제 품 개 요

FE-N1101

중거리 복합식 열영상 보안 및 화재감지 카메라 시스템

열영상 화재감지 카메라 시스템

제 품 개 요

중거리 복합식 열영상 보안 및 화재감지 시스템은 촬영된 열영상 분석을 통해 설정구역 내 침입자 및 화재발생을 야간·무인·자동으로 
감시, 경보하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전송된 열영상을 분석하여 1차 침입자 및 화재발생을 감지·경보하고 가시광선 영상에 의해 2차 감시함으로써 오동작에 의한 물적·인적 손
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습니다.

제 품 사 양

모델명 FE-N1102

외형치수(P/T포함) 540mm×250mm×390mm  (W×D×H)

본체중량(P/T포함) 13㎏

감지거리 300m

감지속도 30초 이내

동작온도 -20℃~+50℃

시야각(FOV) 25°X 18°

정격전압 AC 220V

정격전력 200W

전격주파수(Hz) 60Hz

통신방식 RS-485, Ethernet

주 요 특 징 적 용 분 야

 야간·무인·자동 침입자 감지 및 경보

 주·야간·무인·자동 화재발생 감지 및 경보

 무인·자동감시 CCD, IR카메라

 사전 의심 구역별 지정 감시를 위한 Preset

 미소한 온도차이 감지, 은폐, 위장시도 감시 가능

  탄약고, 무기 저장고, 병기창, 정비창, 유류 저장고 및 주요  
 군(경) 시설물, 가스시설

 부대 침입자 감시, 해안선 감시, 화재감시 대상물 등

 전력구, 공동구, 터널 화재 감시 및 감지

FE-N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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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열영상 화재감지 카메라 시스템

단거리 열영상 화재감지 카메라 시스템은 촬영된 열화상에 의한 온도 분포도, 
온도값을 사전 설정된 온도값과 비교·분석하여 화재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화재감지시스템의 제한적이고 기술적 한계를 
완벽히 해결한 중소형 첨단시설과 단거리 화재감시에 가장 적합한 미래형 
화재 감지 시스템입니다.

제 품 사 양

모델명 CI-FE-MI

외형치수 540mm×250mm×140mm (W×D×H)

본체중량 4.5㎏

감지거리 300m

방수 / 빙진등급 IP65(ICE60529)

온도범위 -15℃~+50℃(사용온도)/-40℃~+70℃(보관온도)

시야각(FOV) 25°X 18°(18mm), 순시야각(IFOV) : 1.36mrad/320 X 240Pixel

정격전압 DC 12~24V ±20%

디지털 입·출력(I/O) 디지털 입·출력 각각 2개 지원, 입력 : 10~30V 100mA/출력 10~30V광학절연

소비전력 90~220V AC 입력·출력 DC 12V~24V 12W 3A(어뎁터)

LED COLOR 전원 : Green(상시), 화재출력시 : Red(화재감지 시)

제 품 개 요

주 요 특 징 적 용 분 야

 화재온도 설정 기능

 중거리 및 중소형 화재감시 적합

 인증을 통한 높은 신뢰성 획득

 화재에의한 복사열을 정밀 측정하여 화재검출

 정확한 화재 인식

 보안구역의 침입감시 기능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 및 제어기능(Option)

 전원 및 동작표시 기능(LED)

 지하 공동구, 지하 전력구, 저탄장, 정유 및 가스시설

  석유화학플랜트, 자동차 도장공장, 유조선, 발전플랜트 
 (원전, 수력, 화력, 열병합), 송/배전설비, 제철설비, 터널

 탄약고, 유류저장고

 보안, 경계지역 침입자 감시

CI-FE-MI

휴대형 소방용 열화상 카메라

휴대형 소방용 열화상 카메라

제 품 사 양

모든 소방관은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화재현장의 접근, 브리핑 청취, 개인 
진화장비 점검하는 등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확히 상황을 파악
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재진화를 위하여 내부로 진입할 시 개인용 장비와 
동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LIR K-시리즈 열화상 카메라는 격렬한 화재현장에서도 
그 성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개발된 것입니다.

모델명 K2 K45 K55 K65

적외선 분해능 160×120 픽셀 240×180 픽셀 320×240 픽셀 

온도 분해능 +30℃~100mK이하 +30℃~40mK 미만 +30℃ ~ 30mK미만

명암비 최적화 - FSX기술로 디지털 방식의 화질 개선

시야각(FOV) / 초점 47˚ × 35˚ 51˚ × 38˚ / 고정초점

이미지 주파수 9 Hz 60 Hz

줌 - 2x 디지털 줌

초점면 배열(FPA) / 파장대역 비냉각 마이크로볼로미터/7.5-13㎛

시동시간 30초 미만 17초 미만

절전모드 시동시간 10초 미만 4초 미만

이미지저장 - 내장 플래시 메모리에 최고 200JPEG 저장 가능

비디오저장 -
최장 5분 길이의 200개 동영상 

파일 저장 가능

카메라 내 동영상 녹화 포맷 -
비 라디오메트리 MPEG-4 이미지

내장플래시 메모리에 저장

NFPA 1801:2103 - O

제 품 개 요

주 요 특 징 적 용 분 야

 경제적인 가격대

 탁월한 내구성과 신뢰성

 선명한 열화상

 방화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쉽게 조작 가능

 편리한 보고서 작성 기능

 화재현장의 주요 화점 확인

 목재 등의 심부 화재 확인

 보이지 않는 불씨 확인

 화재지역의 인명 위치 확인

K Series

열영상 화재감지 카메라 시스템



3130

가스 방출 차단제어 시스템

가스 방출 차단제어 시스템

프 로 세 스

가스계 소화설비의 점검 시 부주의로 방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고자 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방출 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 작업이나 점검 전후 스위치를 온오프 시켜 안전을 
확보합니다.

제 품 개 요

방출 표시등

방출 표시등

제 품 개 요

주 요 특 징

섬광전구와 고휘도 LED를 사용하여 시각효과를 극대화시킨 표시등
으로 소화가스 방출 시 점등되며 방출구역 출입구쪽에 부착됩니다.

소화약제가 방출될 시 자동으로 방출표시등이 점등되어 GAS방출공간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시각적 경고를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합니다.

 섬광전구와 LED를 사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LED 표시등 및 섬광전구(Strobe Light) 일체형

 Strobe 점등을 통한 이중 시각 효과

 전산실, 약제 보관실 등 다양한 응용 가능

제 품 사 양

모델명 CS-DL02

외형치수 400mm X 150mm X 60mm  (W×D×H)

전원사양 DC 24V

소비젼력 4 ~ 9W

LED조사면 상하좌우4면

CS-DL02

제 품 사 양

구분 Description

SIZE 130mm X 215mm X 100mm (W×D×H)

Power DC 24V

스위치 로터리 스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