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수 범위: 살수 범위 및 스프링클러 배치에 관해서는 NFPA 13 표준을 참조하십시오.

기술 사양: 모델: V3303 및 V3304
스타일: 은폐 하향형
오리피스 호칭 관경: 17/32” /14 mm
오리피스 인서트: 스테인레스강
(UNS S30300에 준함)
K 계수: 8.0 Imp. (11.5 S.I.̂ )
나사 호칭 규격: 1” NPT/33.7 mm
최대 사용 압력: 175 psi/1200 kPa
공장 수압 시험: 100% @ 500 psi/3450 kPa
최소 작동 압력: 7 psi/48 kPa
온도 등급: 2 페이지의 도표 참조
핀: 스테인레스강(UNS S30200에 준함)

재질 사양
디플렉터: 청동(UNS C22000에 준함)
벌브: 유리 및 글리세린 용액
벌브 호칭 관경: 

• 표준반응형: 5.0 mm
• 신속반응형: 3.0 mm

분리 스페이서: 스테인레스강 
(UNS S30300에 준함)

로드 나사: 황동(UNS C36000에 준함)
핀 캡: 스테인레스강(UNS S30300에 준함)
스프링 씰 어셈블리: 테플론* 코팅 처리  

베릴륨 니켈 합금 및 스테인레스강 
(UNS S30300에 준함)

프레임: 다이캐스트 황동
외부 튜브: 아연 도금 강관
내부 튜브: 스테인레스강(UNS S30400에 준함)
컵: 냉간 압연강
커버 플레이트 어셈블리: 황동 

(UNS C26000에 준함)
토션 스프링: SST 와이어

액세서리
설치용 렌치: 

• Model V33 은폐형 스프링클러용 
렌치는 전체 V33 시리즈의 프레임에 
맞습니다.

스프링클러 마감:
• 크롬 도금
• 황동 도금
• 백색 도장†
• 무광 검정†
• 맞춤 도장†

캐비닛 및 기타 액세서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압력이 Bar 단위로 측정될 때 K 계수를 
구하려면 S.I. 단위에 10.0을 곱합니다.

* 테플론은 Dupont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 이 표시의 마감 처리 제품은 공급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ictauli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odel V33 건식 은폐 하향형 스프링클러는 ½” 조정치를 지닌 나사형 커버 어셈블리 
장착되어 있으며 내부 구성품이 스테인레스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V33 건식 스프링클러는 
침전물이나 이물질이 일반 드롭 니플에 축적될 수 있는 상황과 같은 특수 분야에 
사용됩니다. V33 스프링클러는 지붕 아래 공간과 같이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에서  
아래로 미려하게 설치 가능합니다.

보이는 부분은 3 1/4” 직경의 천장 플레이트가 전부이며, 플레이트는 원하는 요구 색상대로 
정확히 마감 처리할 수 있습니다. V33 건식 은폐형 스프링클러에는 파쇄형 유리 벌브가 
장착되는데, 천장 위에 설치되며 천장 플레이트에 은폐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플레이트는 
스프링클러 상부 지지 어셈블리에 납땜으로 고정됩니다. 충분한 열이 가해지면 플레이트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하향 분사 스프링클러가 노출됩니다. 유리 벌브의 정격 온도에서 
스프링클러가 열리고 벌브 시트 어셈블리가 방출되어 내부 튜브 어셈블리가 움직이고 
이에 따라 스프링 어셈블리가 내부 튜브와 함께 회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소방 용수가 
스프링클러를 통해 흐르고 승인된 살수 형태로 디플렉터에 의해 분사됩니다. 

설명을 위한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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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KOR소방용 제품 – 자동 스프링클러

하향형
(V3303 및 V3304)

발주자 시공사 엔지니어

시스템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pec Sect ______________ Para __________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승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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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등재 목록

모델 오리피스 규격 호칭 K 계수 반응 디플렉터 유형
승인 온도 

등급°F/°C ‡ *

Inch
mm

임페리얼 치수
S.I.^

표준반응형  
또는 신속반응형 UL C-UL

V3304 17/32 8.0 신속반응형 은폐 하향형 135, 155, 200
57, 68, 93

135, 155, 200
57, 68, 9314 11.5

V3303 17/32 8.0 표준형 은폐 하향형 135, 155, 200
57, 68, 93

135, 155, 200
57, 68, 9314 11.5

‡ 인쇄 시점 기준 등재 및 승인.

^ 압력이 Bar 단위로 측정될 때 K 계수를 구하려면 S.I. 단위에 10을 곱합니다.

* 최대 일반 위험에 대해 등재.

* 최대 48” 길이까지 V3303 및 V3304에 대해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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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주문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십시오:

스프링클러 모델 번호

Style

온도 등급

K 계수

수량

스프링클러 마감

“A” 치수 - 피팅 면에서 
천장 마감선까지의 거리.

등급 모든 유리관은 -67°F/-55°C에서 아래 표에 나타난 온도 범위에 대해 등급별로 분류됩니다.

스프링클러 온도  
등급 분류

스프링클러 - V3303, V3304 커버

온도 – ºF/ºC 커버 온도 – ºF/ºC

호칭 온도 등급 최대 허용 주변 온도 유리 벌브 색상 호칭 온도 등급 최대 허용 주변 온도

보통 135/155 100 주황색/적색 135 100
57/68 38 57 38

중온 200 150 녹색 165 150
93 65 7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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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경고

•	   스프링클러 설치 전에 스프링클러 개별 포장 상자와 함께 제공되는 
설치, 취급 및 유지보수 설명서를반드시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항상 보안경과 안전화를 착용하십시오.

•	  Victaulic 시스템을 설치, 분리 또는 정비하기 전에 배관내의 
압력을 제거하고 배수가 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	  설치 규정 특히 장애물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제품의 도장, 도금 혹은 재코팅 (Victaulic에서 
공급하는 경우 제외)은불가합니다.

본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해 및/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소방 설비 및 장치를 적절한 가동 상태로 유지할 책임을 
지닙니다. 최소한의 정비 및 검사 요건에 관해서는 스프링클러 취급 
및 정비 사항을 기술한 전국소방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그 외에도 관할 당국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추가적인 필수 정비, 시험 및 점검 요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설명서의 추가 사본이 필요하거나 제품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경우, Victauli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30-5 서일 빌딩 4층 전화 02-521-7235,  
e-mail: dlee@victaulic.com.1-610-55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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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나사산 규격과 
동일한 분기관을 지닌 티.

1" NPT

"A" 
(최소 3-1/2")

천장 커버 플레이트
(1/2" 완전 조절형). 
중간 조절 상태로 표시.

2-3/4" 최대 직경
2-5/8" 최소 직경
천장 구멍

컵

3-3/32" 직경

3-1/4" 직경

치수

건식 은폐 하향형

본 기술자료의 뒷부분에 있는 
중요 설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비고: 습식 배관 시스템에서 냉각기까지 
확장된 건식 스프링클러의 “A” 치수는 
냉각기의 벽 혹은 천장 두께를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본 기술자료의 뒷부분에 있는 중요 설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Victaulic 표준 분사형 건식 은폐 하향형 스프링클러는 1/8” 길이 증가 단위로 공급 
가능합니다. 1/8”와 가장 근사한 요구 길이를 명시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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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렌치 Model V33 은폐형 스프링클러용 렌치는 전체 V33 시리즈의 프레임에 맞습니다.

살수 형태 모델 V3303, V3304
K8.0 표준반응형/신속반응형 은폐
하향형의 살수 형태 - 포물선 궤도

비고:

1 상기 데이터는 대략적인 수치이며, 설치 시의 차이로 인해 변동 가능합니다.

2 상기 그래프는 해당 Victaulic FireLock 소방용 자동 스프링클러의 바닥 분사 및 벽 분사 
형식의 포물선 궤적을 대략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들 그래프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장애물 방지 지침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된 것으로서, 설치시 스프링클러의 최소 공간 확보 
지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 공간 제한 및 분사 범위 요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소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본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스프링클러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모든 등재, 승인 및 제품 보증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모든 분사 형태는 관로 중심선에 대해 대칭을 이룹니다.

Model V3303, V3304 
K5.6 표준반응형/신속반응형 건식 은폐 하향형의 
살수 형태 - 포물선 궤도

8'
2.4 m

6'
1.8 m

4'
1.2 m

2'
0.6 m

0 2'
0.6 m

4'
1.2 m

6'
1.8 m

8'
2.4 m

10'
3.0 m

12'
3.7 m

14'
4.3 m

7 PSI
48 kPa

15 PSI
103 kPa

30 PSI
207 kPa

40.69-KOR_6

40.69-KOR소방용 제품 – 자동 스프링클러

V33, K8.0
표준 분사형 건식 은폐 하향형

V3303 표준반응형
V3304 신속반응형

VICTAULIC 은 VICTAULIC사의 등록상표입니다. 모든 복제를 불허합니다. © 2012 VICTAULIC COMPANY. ALL RIGHTS RESERVED.

REV_C



세부 설치 지침은 기술자료 I-4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ctaulic Model V33 시리즈 건식 은폐형 스프링클러는 NFPA 13에 준해 설치해야 합니다. 
이들 스프링클러는 외부 튜브에 적용되는 배관용 렌치를 사용하여 설치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대 18” 길이에 한해 적절한 스프링클러 렌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과도한 힘을 가할 경우 프레임이 뒤틀려 장치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건식 스프링클러는 반드시 주철 또는 가단 주철 티 분기관 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식 스프링클러를 커플링이나 나사형 엘보에 설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건식 스프링클러를 
나사 관통 방식의 피팅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비고: 건식 스프링클러의 끝단 씰이 피팅 안 바닥에 닿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요 설치 정보

제품 보증 최신 가격목록의 제품보증 항목을 참조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Victauli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멍의 직경은 선택된 이스커천 
(escutcheon)의 유형에 좌우됩니다. 
공간은 NFPA 요건에 준해 응축이 
형성되지 않도록 반드시 밀봉해야 합니다.

끝단 씰

단열재

냉각기 벽 또는 천장

설명을 위한 확대도

“A”
비고 참조

“C” 배럴의 최소 노출 
길이(표 참조)

D

가열 공간

냉간 공간

일반적인 슬리브 및 스커트 구조 예(참조용)

비고: 습식 배관 시스템에서 냉각기까지 확장된 건식 스프링클러의 
“A” 치수는 냉각기의 벽 혹은 천장 두께를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건식 스프링클러의 최소 길이는 다음 표에 명시된 길이에 냉각기의 벽 
또는 천장 두께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A = C + D).

“A” 치수에 관해서는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식 
스프링클러는 지정 “A” 치수에 맞게 제작되므로 건식  
스프링클러를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표는 습식 배관 시스템 주변 온도가 40°F/4°C와 60°F/16°C 
사이에서 유지될 때 적용됩니다.

배럴 주변 온도(°F/°C)

스프링클러 분사  
말단의 주변 온도

°F/°C

배럴의 최소 노출 길이
inch/mm

40°F/4°C 50°F/10°C 60°F/16°C

40 0 0 0
4 0 0 0

30 0 0 0
-1 0 0 0

20 4 0 0
-7 102 0 0

10 8 1 0
-12 203 25 0

0 12 3 0
-18 305 76 0

-10 14 4 1
-23 356 102 25

-20 14 6 3
-29 356 152 76

-30 16 8 4
-34 406 203 102

-40 18 8 4
-40 457 203 102

-50 20 10 6
-46 508 254 152

-60 20 10 6
-51 508 254 152

비고: 배럴의 최소 노출 길이는 최대 30 mph/48 kph의 풍속을 고려한 것입니다.

40.69-KOR

V33, K8.0
표준 분사형 건식 은폐 하향형

V3303 표준반응형
V3304 신속반응형

40.69-KOR소방용 제품 – 자동 스프링클러

자세한 연락처 정보는 www.victaulic.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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