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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형태

고정설치

• PROGRAM MODE에 따라 여러 가지 시험내용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면 각 MODE의 설정내용, 기록내

철도시설 현장에서 화재에 대한 연구 및 성능평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 화재와 동일한 화재를 발생하는

장비용도

용은 배터리 충전이 가능

방법이 있고, 화재를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현상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방법이 있으며, 본 장치는 후자의 방법을
위한 필수 장비로 부력을 가지는 화재연기만을 발생하여 철도시설과 연구수행원이 안전하게 화재에 대한 연구 및
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형 장비임

장비용도

• 시험조건이나 시험결과의 메모를 간단하게 메모리카드(OPTION)에 보관할 수 있으며,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PCMCIA를 갖춘 컴퓨터로 파일교환이 가능
• 적외선 리모콘(OPTION)이 사용 가능하며, RS-232C, GPIB INTERFACE를 장착할 수 있고 REMOTE제어가
가능

시험항목

• 철도터널 화재 시험
• 모형 철도 터널 화재 시험

시험항목

주요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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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류의 토출방향은 상향방향으로 토출되어 실제 화재모사에서 발생하는 열부력 효과에 의한 화재원에서의
기류상승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열기류가 발생되는 토출구의 온도는 450℃ 이상이 될 수 있어야 하며, 1회 작동시 연료의 공급이 지속되는 조
건에서 60분 이상 연속작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연속작동에 대비하여 주연료탱크 외에 예비연료탱크의 사
용 및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토출되는 유량 및 열량은 손쉽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조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유량 및 열량의 조절은 단계
제어, 또는 자유제어방식으로 한다.
• 출구의 토출풍량은 최소 4.5㎥/min 이상으로 하되 풍속을 10m/s 이하로 하여 상부의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도
록 하며, 450℃를 기준으로 0.00363kg/s 이상으로 한다.
• 토출되는 유량 및 열량은 장비에 부착된 판넬에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기발생시 가시거리가 저
하된 조건에서도 운전상황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휘도가 높은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 열기류 발생은 1차 가열 및 2차 가열장치를 사용하고 폐열회수가 가능한 이코노마이저 사이클을 내장하여 불
필요한 연료의 낭비를 방지하고 연소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열기류 발생 시 예열시간을 짧게 할 수 있도록 단열 및 누열방지를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평형, 불평형 시험

• 200~4500V ±10% 10V STEP
• IEC pub.1000-4-4의 규격에서 정한 FAST / BURST를 발생할 수 있음
• 공시장치(EUT)의 오동작현에 효과적인 새로운 기능(극성반전기능, Pulse 연속출력 기능, 주파수 변조기능)
을 탑재
• 출력 전압 : 200~4,500V±10%, 10V STEP
• 출력 극성 : BURST마다 +/-로 반전

주요사양

• PULSE 주파수 : 0.11,000kHz
• 연속 시의 주파수 제한은 출력전압이 500V(50kHz) 1,000V(18kHz) 2,000V(kHz) 4,500V(1kHz)까지 사용
가능
• 최소트리거 간격 : 10ms
• 동적 출력임피던스 : 50Ω ±20%

구성품

Air Vent, Pressure gage, Relief Valve, Thermometer, Drain Valve

구성품

PE CABLE 2M, OUTLET PANEL(18-00038A), SG용 L 기구, SG용 L 나사

담당자

장용준 031-460-5355

담당자

장석각 031-460-5432

고정설치 장비

고정설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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