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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 탄소강관 – 소방용 제품

Series 755 수동 방출 패널
Victaulic® Series 755 수동 방출 패널은 FireLock 소방용 NXT Series 768 건식 밸브 및
Series 769 델루지 및 프리액션 작동 밸브용으로서 수동으로 작동합니다. Series 755 제품
에는 완전 개방형 문이 부착된 도장 처리 철제함에 장착된 특수 볼 밸브(1/4 회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작동

Victaulic Series 755 수동 방출 패널은 철제함에 장착된 특수 볼 밸브(통상 차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제함은 밸브 핸들이 차단 위치에 있을 때에만 차단 가능합니다. 밸브는 1/2” Schedule
40 아연도금된 단관 및 유니온으로 Victaulic 액츄에이터 방식 밸브 피스톤에 부착됩니다.
수동 방출 패널을 작동하려면, 철제함의 문을 열고 볼 밸브 핸들을 아래로 당깁니다. 그렇게 하면
Victaulic 액츄에이터 방식 밸브 피스톤으로부터 소방수가 방출됩니다. 피스톤 어셈블리에서
소방수 압력이 방출되면 피스톤 로드가 뒤로 후퇴하여 클래퍼가 자유로이 열리게 되고 소방수가
스프링클러 시스템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작동 후에는, 시스템 차단 및 배수가 이루어지고 다시 가동 상태로 복귀할 때까지 볼 밸브 핸들을
차단 위치로 복귀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설치

경고
• V
 ictaulic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설치 설명서를 모두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신체적 상해, 재산상의 손실, 접합부 누수
또는 분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델루지 밸브 등재 및 승인 요건상, 시스템 방출 장치와 독립적으로 밸브를 수동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비상 방출 장치(수동 방출 패널)를 밸브에 연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 방출 장치는
소방 안전 밸브 바로 근처에 장착해야 합니다.
수동 방출 패널 설치 장소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수동 방출 패널의 문이 완전히 열려야
합니다.
추가 수동 방출 패널 스테이션을 오퍼레이터 스테이션 근처와 해당 법규, 표준 및 관할 당국에서
명시한 기타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수동 방출 패널의 위치를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개방 배수구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동 방출 패널은 반드시
Victaulic 델루지 밸브 설치 및 유지보수 설명서에 명시된 파일럿 라인 높이에 맞춰 설치해야
합니다.
밸브 피스톤 분기구에서 수동 방출 패널로 향하는 배관 규격은 수동 방출 패널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반드시 Schedule 40, 1/ 2”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상 방출 장치의 분기구는 반드시 개방 배수구로 방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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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755 수동 방출 패널
유지보수

경고
• 배
 관 시스템은 분해 및 Victaulic 배관 제품 분리 전에 반드시 감압하고
배수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신체적 상해, 재산상 손해 또는 밸브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 제
 어 밸브나 알람 밸브의 작동 중단이 요구되는 시스템 정비 시에는 시스템의 소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비 혹은 시험 전에 관할 당국에 해당
작업 예정 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영향이 미치는 구역에 대해 소방 순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신체적 부상 혹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 소유주는 소방 시스템을 적절한 작동 상태로 유지할 책임을 지닙니다.
비상 방출 장치를 결빙 환경, 부식성 대기, 오염된 소방수, 이물질 혹은 방출 장치 작동을
저해하거나 비상 방출 장치로부터의 소방수 흐름을 제한하는 조건에 노출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방 안전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반드시 정기 점검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본 검사 주기는
각 밸브의 설치 및 유지보수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할 당국에 따라서 준수해야 할 추가
적인 시험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검 및 시험

주의
건물 소유주 또는 그 대리인은 시스템을 적절한 가동 상태로 유지할 책임을 지닙니다.
Victaulic Series 755 수동 방출 패널을 이물질, 부식성 대기, 결빙 환경, 오염된 소방수 또는 정상적인
밸브 작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조건에 노출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스템의 정기 점검 및
시험이 중요합니다. 점검 주기는 시스템 작동 상태를 저하시킬 수 있는 환경 조건 존재 여부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시험 및 점검의 최소 요건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해 기술한
NFPA 자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당국에 따라 준수해야 할 점검 및 시험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고
• 제
 어 밸브나 알람 밸브의 작동 중단이 요구되는 시스템 정비 시에는
시스템의 소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비 혹은 시험 전에
관할 당국에 해당 작업 예정 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영향이 미치는 구역에
대해 소방 순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신체적 부상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비상 방출 장치의 문에 장애물이 없고 문이 원활하게 열리는지 확인하십시오.
2. 물리적 손상이나 부식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필요할 경우 해당 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합니다.
작동 시험
1. 관할 당국 및 영향이 미치는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 예정 사실을 통보하십시오.
2. 스프링클러 시스템으로 향하는 소방수 흐름을 제어하는 주 제어 밸브를 닫으십시오.
3. 비상 방출 장치 문을 열고 볼 밸브 핸들을 아래로 당깁니다. 그러면 소방수가 개방된 배수구에
서 원활하게 방출되어야 합니다.
4. Victaulic 밸브 피스톤 혹은 다이어프램에서의 소방수 압력이 0 psi임을 확인합니다.
5. Victaulic 액츄에이터 방식 밸브 상의 충전관 볼 밸브를 닫으십시오.
6. 비상 방출 장치의 볼 밸브를 닫으십시오. 비상 방출 장치의 문을 닫으십시오.
7. 시험을 실시 중인 특정 밸브의 설치 및 유지보수 설명서 상에 기술된밸브 가동 절차에
따르십시오.
8. 관할 당국 및 영향이 미치는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밸브 재가동 사실을 통보하십시오.

자세한 연락처 정보는 www.victaulic.com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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