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설비 수동조작함은 방호구역 외부/출입구에 설치하여 화재시 감지기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 기동스위치를 눌러 
소화가스를 방출 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평상시“전원”녹색 램프만 점등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제품개요

도어형 부주의에 의한 오동작 방지를 위한 이중보호 구조로 설계

수동기동시에는 전면 도어를 연 상태(부저경보출력)에서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기동됩니다. 

외부에서 화재복구를 위한 복구 스위치 포함해서 설계

화재 경보시 방출시간 지연을 위한 일시정지(ABORT) 스위치는 내장형으로 설계되며, 도어를 열고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약제 방출시간이 지연됩니다. (단, 방출지연 타이머가 0초가 되기 전에 눌러야 합니다.)

주요기능

⊙ 외형치수 : 160(W)x220(H)x80(D)

⊙ 공급전원 : DC24V

⊙ 감시/동작전류 : 15mA/50mA

⊙ 방수등급 : IP-66(실내/외 설치가능)

⊙ 재질/색상 : 일반압연강판 1.0t / 적색

⊙ 도어 열림시 : 부저경보 출력

방수형 [DMB-2]

DMB-2

130mm

255m
m

시공치수

소화설비 수동조작함 (Manual Box) STEEL[DMB-2] / SUS-304[DMB-2S]

부속자재 | 소화설비 수동조작함(방수형)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선두기업 (주)동신소방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655-11번지   T.031)826-0410

소화설비 수동조작함은 방호구역 외부/출입구에 설치하여 화재시 감지기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 기동스위치를 눌러 
소화가스를 방출 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평상시“전원”녹색 램프만 점등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제품개요

도어형 부주의에 의한 오동작 방지를 위한 이중보호 구조로 설계

수동기동시에는 전면 도어를 연 상태(부저경보출력)에서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기동됩니다. 

외부에서 화재복구를 위한 복구 스위치 포함해서 설계

화재 경보시 방출시간 지연을 위한 일시정지(ABORT) 스위치는 내장형으로 설계되며, 도어를 열고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약제 방출시간이 지연됩니다. (단, 방출지연 타이머가 0초가 되기 전에 눌러야 합니다.)

주요기능

⊙ 외형치수 : 160(W)x220(H)x80(D)

⊙ 공급전원 : DC24V

⊙ 감시/동작전류 : 15mA/50mA

⊙ 방수등급 : IP-66(실내/외 설치가능)

⊙ 재질/색상 : 일반압연강판 1.0t / 적색

⊙ 도어 열림시 : 부저경보 출력

방수형 [DM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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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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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시공치수

소화설비 수동조작함 (Manual Box) STEEL[DMB-2] / SUS-304[DMB-2S]

부속자재 | 소화설비 수동조작함(방수형)부부속속자

⊙ 외형치수 : 160(W)x220(H)x80(D)

⊙ 공급전원 : DC24V

⊙ 감시/동작전류 : 15mA/50mA

⊙ 방수등급 : IP-66(실내/외 설치가능)

⊙ 재질/색상 : SUS-304 1.0t/자연색,적색

⊙ 도어 열림시 : 부저경보 출력

방수형 [DMB-2S]

DMB-2

1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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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시공치수

⊙ 외형치수 : 160(W)x220(H)x80(D)

⊙ 공급전원 : DC24V

⊙ 감시/동작전류 : 15mA/50mA

⊙ 방수등급 : IP-66(실내/외 설치가능)

⊙ 재질/색상 : SUS-304 1.0t/자연색,적색

⊙ 도어 열림시 : 부저경보 출력

방수형 [DMB-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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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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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시공치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선두기업 (주)동신소방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655-11번지   T.031)82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