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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화약재를 수용하기 위한 용기, 상기 소화약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통로를 갖는 몸체, 상기 이동통로와 연통되어

상기 소화약재를 분사하기 위한 분사노즐, 상기 몸체의 내부에 이동가능하게 배치되며, 소정의 외력에 의해 상기 이

동통로의 개폐가 제어되고, 소정 온도조건에서 상기 이동통로를 자동으로 개폐하기 위한 작동로드 어셈블리로 구성된

소화기를 자동 제어하며, 그리고 소화약재를 일정 압력으로 수용하고 있는 용기, 상기 소화약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통로를 갖는 몸체, 상기 소화약재를 분출시키기 위한 분사 노즐 및 상기 분사 노즐과 결합되며, 소정의 온도조건

에서 상기 분사 노즐을 개방시키는 분리캡으로 구성된 소화기를 자동 제어하기 위한 자동 소화 시스템으로서, 상기 

자동 소화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용 전압을 사용하는 주전원부와 예비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 전

원부로 구성된 전원부, 다수의 감지 센서를 통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화재 발생 감지부, 상기 화재 발생

감지부에서 감지된 결과에 따라, 자동 소화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제어부,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의

해, 화재 발생을 알리기 위한 화재 발생 경보부 및 상기 소화기가 상기 소정의 온도조건 보다 조기에 동작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소화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소화기 작동부를 포함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이 제공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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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의 구조를 도시한 수직 단면도이다.

도 2a 및 도 2b는 종래의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의 수동 작동 상태 및 자동 작동 상태를 도시한 수직 단면도이다.

도 3은 일반적인 자동 확산 소화기의 구조를 도시한 수직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에 장착된 소화기 작동부의 수직 단면도이다.

도 6a 내지 도 6e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에 장착된 소화기 작동부의 수직 단면

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동 확산 소화기에 장착된 소화기 작동부의 개략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자동 확산 소화기에 장착된 소화기 작동부의 개략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전원부 20 : 화재 발생 감지부

30 : 시스템 제어부 40 : 통신 제어부

50, 350, 360, 370, 380, 390 : 소화기 작동부

60 : 소화기

70 : 화재 발생 경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소정의 외력에 의해서 소화약재가 수동으로

분사되기도 하고, 소정의 온도에서 소화약재가 자동으로 분사되는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를 제어하며, 또한 소

정의 온도에서 소화약재가 자동 분사되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제어하기 위한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에 관한 것이

다.

도 1은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의 구조를 도시한 수직 단면도이며, 상기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는 용기(100)

, 몸체(200), 작동로드 어셈블리(300), 작동레버(400), 손잡이(500) 및 분사노즐(600)을 포함한다.

상기 용기에는 소화약재(110)가 충전되어 있으며, 상기 용기의 상부에는 소화기의 각종 구성요소를 지지하며, 조립하

기 위한 몸체가 설치되어 잇다. 상기 용기와 상기 몸체사이에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패킹(120)이 설치되어 있다. 상

기 몸체의 일측에는 분사노즐이 형성되어 있으며, 타측에는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상기 몸체의 내부에는 작동로드

어셈블리가 작동로드 스프링(240)에 의하여 탄성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몸체의 상부에는 작동레버가 회전가

능 하도록 힌지핀(420)에 의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작동레버는 안전핀(430)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도 2a와 도 2b에는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의 수동 및 자동 작동상태가 도시되어 있다.

우선, 수동식 작동 상태를 살펴보면,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안전핀(430)을 제거한 후, 상기 작동레버를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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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작동레버는 상기 힌지핀을 중심으로 하향 회전이동한다. 그 결과, 상기 작동레버의 누름부(411)가 보호 마개(43

0)의 수압부(344)를 누르게 되며, 상기 작동로드(310)도 상기 작동로드 스프링(240)의 탄성력을 이기면서 하향 이동

하게 된다. 상기 작동로드가 하향 이동하면, 비작동시에 오링(319)에 의해 밀착되어 있던 밸브시트(210)와 제 1밀폐

부(311) 사이가 개방되면서, 상기 소화약재가 제 1이동통로(220)와 제 2 이동통로(230)를 경유하여 분사노즐을 통하

여 외부로 분사된다.

자동식 작동 상태를 살펴보면,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형상변형재(343)의 주위온도가 미리 설정된 온도가 되면, 

상기 형상변형재는 변형되어 캡(342)이 플런저(330)를 저지하지 못하게 되어, 상기 플런저의 작동부(332)가 상기 캡

을 외부로 밀면서 이탈되고, 걸림턱(345)은 플런저가 완전히 이탈되는 것을 막게 된다. 상기 플런저가 상향으로 이동

함에 따라, 제 2구멍(317)이 개방되며, 소화약재는 상기 제 1이동통로(220), 제 1구멍(316), 제 2구멍(317) 및 제 2 

이동통로(230)를 경 유하여 상기 분사노즐을 통하여 외부로 분사된다.

도 3에는 일반적인 자동 확산 소화기의 구조의 수직 단면도가 도시된다. 상기 자동 확산 소화기는 소화약재를 일정 

압력으로 수용하고 있는 용기(6), 상기 용기와 결합되며 상기 소화약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통로를 갖는 몸체(2), 

상기 소화약재를 분출시키기 위한 분사 노즐(3), 상기 분사 노즐과 결합되며, 소정의 온도조건에서 상기 분사 노즐을 

개방시키는 분리캡(4) 및 상기 분사 노즐(3)과 상기 분리캡(4)의 결합상태를 유지시키며, 일정 온도 이상으로 열을 받

으면 용융되는 결합재(5)로 구성된다. 이러한 자동 확산 소화기는 상기 용기의 형태에 따라, 실내의 천정에 설치될 수

도 있으며, 벽면에 설치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은 구조의 자동 확산 소화기의 작동을 살펴보면, 화재가 발생하여,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상기 결합재가 용

융되어 상기 분리캡이 분리되면서, 소정 압력으로 저장되어 있던 소화약재가 분사 노즐을 통하여 화재 발생 지역에 

분사된다.

한편, 화재 발생시, 일반적으로 화상에 의한 인명피해보다는 연기 및 연소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으며, 이러한 연기 및 연소가스는 화재 발생 초기부터 생성된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 연기 및 연소가스로 인한 질

식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상기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의 자동식 작동의 경우나 상기 자동 확산 소화기의 경우에,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상변형재의 온도가 소정 의 온도가 되거나 또는 결합재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열을 받아야 소화약재가 

분사되기 때문에,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 및 자동 확산 소화기의 작동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화재 발

생 초기의 화재 진압에 다소 곤란한 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소정의 외력에 의해서 소화약재가 수동으로 

분사되기도 하고, 소정의 온도에서 소화약재가 자동으로 분사되는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와 소정의 온도에서 소

화약재가 자동으로 분사되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온도 감지 이외에도 다른 여러 화재 발생 감지 수단을 통하여, 화재 

발생이 감지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하여, 소화약재가 신속히 분사될 수 있도록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은 소화약재를 수용하기 

위한 용기, 상기 소화약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통로를 갖는 몸체, 상기 이동통로와 연통되어 상기 소화약재를 분

사하기 위한 분사노즐, 상기 몸체의 내부에 이동가능하게 배치되며, 소정의 외력에 의해 상기 이동통로의 개폐가 제

어되고, 소정 온도조건에서 상기 이동통로를 자동으로 개폐하기 위한 작동로드 어셈블리로 구성된 소화기를 자동 제

어하기 위한 자동 소화 시스템으로서, 상기 자동 소화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용 전압을 사용하는 주전

원부와 예비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 전원부로 구성된 전원부, 다수의 감지 센서를 통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감지

하기 위한 화재 발생 감지부, 상기 화재 발생 감지부에서 감지된 결과에 따라, 자동 소화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

템 제어부,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화재 발생을 알리기 위한 화재 발생 경보부, 상기 소화기가 상기 소정

의 온도조건 보다 조기에 동작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소화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소화기 작동부를 포함한다.

상기 작동로드 어셈블리는 소화약재를 분사시키기 위한 구멍을 갖는 작동로드와 탄성수단에 의해 이동가능하게 배치

되며, 상기 구멍의 개폐를 제어하기 위한 플런저 및 소정 온도 이하에서는 상기 플런저의 탄발력을 견디며, 소정 온도

조건에서 상기 플런저의 이동을 허용하는 보호 마개를 포함하는데,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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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보호 마개를 소정 온도로 가열시키기 위한 가열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작동로드 어셈블리는 소화약재를 분사시키기 위한 구멍을 갖는 작동로드와 탄성수단에 의해 이동가능하

게 배치되며, 상기 구멍의 개폐를 제어하기 위한 플런저 및 상단에 개구를 가지며, 소정 온도조건에서 상기 플런저의 

이동을 허용하는 보호 마개를 포함하는데,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되며, 소정 온도조건 이하에서

상기 플런저의 탄발력을 견디며,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플런저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다른 측면에 따른 소화기의 자동 소화시스템은 소화약재를 일정 압력으

로 수용하고 있는 용기, 상기 소화약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통로를 갖는 몸체, 상기 소화약재를 분출시키기 위한 

분사 노즐 및 상기 분사 노즐과 결합되며, 소정의 온도조건에서 상기 분사 노즐을 개방시키는 분리캡으로 구성된 소

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으로서, 상기 자동 소화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용 전압을 사용하는 주전원부와

예비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 전원부로 구성된 전원부, 다수의 감지 센서를 통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감지하기 위

한 화재 발생 감지부, 상기 화재 발생 감지부에서 감지된 결과에 따라, 자동 소화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제어

부,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화재 발생을 알리기 위한 화재 발생 경보부 및 상기 소화기가 상기 소정의 온

도조건 보다 조기에 동작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소화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소

화기 작동부를 포함한다.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분리캡의 상단에 결합되며,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보호 마개를 소정 온

도로 가열시키기 위한 가열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분리캡과 연통되어 결합되며,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분사 노즐을 

개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은 전원부(10), 화재 발생 감지부(20), 시스

템 제어부(30), 통신 제어부(40), 소화 기 작동부(50), 소화기(60) 및 화재 발생 경보부(70)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전원부(10)는 상기 시스템 제어부(30)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용 전압을 사용하는 주전원부(12)와 정전 

등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상기 시스템 제어부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전원부(14)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비상 

전원부(14)는 배터리와 같은 예비 전원 공급원이다.

상기 화재 발생 감지부(20)는 화재 발생 여부를 감지하여, 상기 시스템 제어부로 화재 발생 여부를 알리기 위한 센서

부이다. 상기 화재 발생 감지부는 주위 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온도 감지 센서(22),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연기 감지 

센서(24), 감시 카메라(26) 등과 같은 다수의 화재 발생 감지 센서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화재 발생 감지부는 소정의 

지역에 여러 개가 설치되어, 화재 발생 감지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상기 시스템 제어부(30)는 다수의 화재 발생 감지 센서를 포함하고 있는 화재 발생 감지부에 의해서 감지된 결과에 

따라, 상기 소화기 작동부(50)와 상기 화재 발생 경보부(70)를 제어하게 된다.

상기 소화기 작동부(50)는 상기 시스템 제어부(30)의 제어 신호에 따라, 소화기(60)를 작동시키게 된다. 상기 소화기

는 소정의 외력에 의해서 소화약재가 수동으로 분사되기도 하고, 소정의 온도에서 소화약재가 자동으로 분사되는 수

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일 수 있으며, 소정의 온도에서 소화약재가 자동으로 분사되는 자동 확산 소화기일 수 있다.

상기 소화기 작동부(50)는 상기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나 자동 확산 소화기상에 장착되어, 상기 소화기가 신속히

동작할 수 있 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상기 화재 발생 경보부(70)는 사이렌(72), 표시등(74) 및 다수의 경보 발생 장치들을 포함하며, 상기 화재 발

생 경보부는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따라, 화재 발생을 알리게 된다.

그리고, 상기 통신 제어부(40)는 상기 시스템 제어부(30)를 원격에서 제어하기 위하여, 통신 유닛을 통하여 유,무선으

로 제어 신호를 상기 시스템 제어부에 입력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에 장착된 소화기 작동부의 수직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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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의 상기 작동로드 어셈블리(300)는 작동로드(310), 플런

저(330), 플런저 스프링(320) 및 보호 마개(340)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화기 작동부(350)는 이러한 작동로드 어셈블

리의 보호 마개상에 설치되어 있다.

상기 작동로드의 내부에는 상기 플런저가 상기 플런저 스프링에 의해서 탄성적으로 이동가능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보호마개에 의하여, 밖으로 이탈되는 것이 저지되고 있다.

상기 작동로드의 하부면에는 자동 작동시 상기 용기측으로부터 소화약재를 공급받기 위한 제 1구멍(316)이 형성되며

, 측면(313)의 중간부위에는 자동작동시 분사노즐측으로 소화약재를 공급하기 위한 제 2구멍(317)이 형성된다. 상기

제 1구멍(316) 내부에는 상기 플런저 스프링(320)을 지지하기 위한 플런저 스프링 지지 부(315)가 형성되어 있다. 상

기 제 2구멍의 하부 내측면에는 상기 플런저의 하방향 이동을 저지하기 위한 제 1턱(312)이 내측으로 돌출 형성되어 

있다. 상기 작동로드의 상부에는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하기 위한 나사부(314)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플런저(330)는

상기 제 2구멍의 개폐를 제어하기 위하여, 플런저 몸체(331), 작동부(332) 및 지지부(334)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작

동부(332)의 상단을 상기 보호 마개와 접하고 있으며, 자동 작동시 보호 마개에 압력을 가하는 부분이다.

상기 보호 마개(340)는 상기 플런저(330)가 외부로 이탈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마개 본체(341), 캡(342) 및 형

상변형재(343)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마개 본체는 자동 작동시 상기 플런저가 외부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며, 자동 작동시 상기 플런저가 외

부로 튀어나갈 때, 상기 플런저 몸체(331)가 걸리게 되어, 플런저의 이동을 저지하는 걸림턱(345)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캡(342)은 소화기의 비작동시 상기 플런저가 외부로 이탈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상기 플런저의 작동부와 

접촉하고 있다.

상기 형상변형재(343)는 상기 캡과 마개 본체를 결합시키고 있으며, 화재 발생시 미리 설정된 온도로 주위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 본래의 자기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상기 캡과 마개 본체를 분리시키게 된다. 그 결과, 상기 플런저가 

플런저 스프링의 탄발력에 의하여 캡을 외부로 밀면서, 제 2 구멍을 개방시키게 된다. 상기 형상변형재는 소정의 온도

에서 자기 본래의 형상이 변형, 파괴되거나 용융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형상변형재로 형상 기억합금, 정온 

금속, 기타 열반응에 의한 형상 변형물질 및 유리 벌브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소화기 작동부(350)는 상기 보호 마개(340)의 캡(342)의 일부와 결합되도록 설치된다. 상기 소화기 작동부와 

캡의 결합은 끼움방식이나 나사 결합 방식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보호 마개의 캡과 일체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소화기 작동부(350)는 상기 시스템 제어부(30)와 연결되어 있

어,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소화기를 작동시키게 된다.

따라서, 상기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는 소정의 온도 조건에서 자동으로 분사되는 동시에, 다른 여러가지 센서에 

의해서 화재 발생을 감지한 경우에 시스템 제어부에 의한 제어 신호에 따라, 소화기에 장착된 소화기 작동부에 의해 

상기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가 자동으로 동작하게 된다.

상기 소화기 작동부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기 작동로드 어셈블리의 보호 마개(340)상에 배치되는 소화기 작동

부(350)는 상기 보호 마개를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의해서 가열하기 위한 가열 수단으로서, 상기 제어 신호가 

입력되는 입력단(351),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하는 작동부 몸체(352), 상기 작동부 몸체 내부에 배치되며, 열을 발생

시키기 위한 히팅 코일(353) 및 열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열 발산 방지 커버(354)로 구성된다.

상기 입력단은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의 시스템 제어부와 연결되어 있어, 상기 시스템 제어

부의 제어에 따라 제어 신호가 입력된다. 상기 제어 신호가 입력단에 입력되면, 상기 소화기 작동부의 히팅 코일에 제

어 신호가 인가되어, 열이 발생하게 된다. 상기 발생된 열은 캡을 통하여, 형상변형재 로 전도되어, 상기 형상변형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상기 캡과 마개 본체가 분리되어, 상기 플런저는 상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제 2구멍

이 개방되어, 소화약재가 분사된다.

도 6a 내지 도 6e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에 장착된 소화기 작동부의 수직 단면

도이다.

도 6의 작동로드 어셈블리는 상기 도 5의 작동로드 어셈블리의 보호 마개만이 구성을 달리하며, 나머지 구성요소는 

동일하다. 도 6의 상기 작동로드 어셈블리(300)는 작동로드(310), 플런저(330), 플런저 스프링(320) 및 보호 마개(34

0)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화기 작동부(360, 370, 380 및 390)는 이러한 작동로드 어셈블리의 보호 마개상에 설치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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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호 마개(340)는 상기 플런저(330)가 외부로 이탈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마개 본체(341), 캡(342) 및 형

상변형재(343)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마개 본체는 자동 작동시 상기 플런저가 외부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며, 자동 작동시 상기 플런저가 외

부로 튀어나갈 때, 상기 플런저 몸체(331)가 걸리게 되어, 플런저의 이동을 저지하는 걸림턱(345)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캡(342)은 플런저의 작동부와 접촉하고 있는 상기 도 5의 경우와는 달리, 상기 플런저의 작동부가 이동가능하도

록 상단에 개구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형상변형재(343)는 상기 캡과 마개 본체를 결합시키고 있으며, 화재 발생시 미리 설정된 온도로 주위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 본래의 자기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상기 캡과 마개 본체를 분리시키게 된다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의 비작동시 상기 플런저의 작동부(332)가 외부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보호마개의 캡(342) 상부 상에 설치되어, 상기 플런저의 작동부는 소화기 작동부와 접촉

하게 된다.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플런저 스프링(320)의 탄발력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상기 캡과 결합되어야 한

다.

상기 소화기 작동부와 캡의 결합은 끼움방식이나 나사 결합 방식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보호 마개의 캡과 일체로 형성될 수 있다.

도 6a에 도시된 소화기 작동부(360)는 상기 보호 마개를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의해서 가열하기 위한 가

열 수단으로서, 제어 신호가 입력되는 입력단(361),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하는 작동부 몸체(362), 상기 작동부 몸체 

내부에 배치되며, 제어 신호를 열로 변환시키기 위한 히팅 코일(363) 및 열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열

발산 방지 커버(364)로 구성된다. 이러한 도 6a에 도시된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도 5에서 설명된 소화기 작동부의 동

작 원리와 동일하다.

도 6b에 도시된 소화기 작동부(370)는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 신호가 입력되는 입력단(371),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몸체(372),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따라 밸브를 개폐하는 개폐 샤프트(373) 및

상기 솔레노이드 밸브 몸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커버(374)로 구성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자기 

코어가 있는 솔레노이드와 하나 이상의 오리피스(orifice; 구멍)가 있는 밸브 몸체로 구성되어,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

류를 통하거나 또는 통하지 않을 때 코어의 움직임에 따라 밸브가 닫히거나 열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솔레노이드 

밸브이다.

상기 도 6b의 소화기 작동부의 작용을 살펴보면, 소화기의 비작동시에는 상기 개폐 샤프트는 (373)는 상기 플런저의 

이동을 저지하고 있으며,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개폐 샤프트는 상향 이동하여 플런저의 

이동을 허용하게 된다. 상기 플런저가 플런저 스프링의 탄발력에 의하여 상향 이동하게 되면, 제 2 구멍을 개방시켜서

, 소화약재가 분사된다. 상기 개폐 샤프트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종류에 따라 상하 이동 또는 좌우 이동이 가능하며, 여

기서는 예시적으로 상하 이동하는 개폐 샤프트만을 도시하였다.

도 6c에 도시된 소화기 작동부(380)는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 신호가 입력되는 입력단(381),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하는 작동부 몸체(382), 상기 작동부 몸체 내부에 배치되며,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따라 일정 온도에

서 용융되는 정온 플라스틱(383), 용융된 플라스틱을 수용하기 위한 공동(cavity)(384) 및 상기 작동부 몸체를 보호

하기 위한 보호 커버(385)로 구성된다. 한편, 상기 정온 플라스틱 이외에도, 일정 온도조건에서 파열되는 유리벌브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소화기 작동부(380)의 작용을 살펴보면, 상기 소화기 작동부가 비작동시에는 상기 작동부 몸체 내부의 정온 플

라스틱은 상기 플런저의 이동을 저지하고 있다. 한편,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 신호가 입력단에 입력되면, 상기 플

런저의 이동을 저지하고 있던 정온 플라스틱이 용융되어, 상기 공동(cavity)에 수용되 면, 상기 플런저가 상향 이동하

여 제 2 구멍을 개방시켜서, 소화약재가 분사된다.

도 6d에 도시된 소화기 작동부(390)는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 신호가 입력되는 입력단(391),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하는 작동부 몸체(392) 및 상기 작동부 몸체 내부에 배치되며,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따라 폭발하는 

화약(393)으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소화기 작동부의 작용을 살펴보면, 소화기의 비작동시에는 상기 작동부 몸체(392)는 상기 플런저의 이동

을 저지하고 있으며,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화약이 폭발하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가 분

쇄되어, 상기 플런저가 상향으로 이동하면서 소화약재가 분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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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상기 소화기 작동부(350)는 자기 코어가 있는 솔레노이드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개구가 있는 밸브 몸

체로 구성되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솔레노이드 밸브는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인가되거나 인가

되지 않을 때, 코어의 움직임에 의해 밸브가 개폐되면서 제어된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 상기 시스템 제어부(30)에 의

한 제어 신호가 상기 소화기 작동부 즉, 솔레노이드 밸브에 인가되면, 밸브가 열리면서, 상기 플런저가 상방향으로 이

동하여, 제 2 구멍이 열리면서, 소화약재가 분사된다.

또한, 상기 소화기 작동부(350)는 소정 조건에서 파열되는 유리벌브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유리벌브는 유리성분을 

포함하며, 그 내부에 알코올로 충전될 수 있다.

도 6e는 소화기 작동부가 나사 결합 방식에 의해서, 소화기의 캡과 결합되는 것을 도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나사 결합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결합이 가능하며, 또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캡

과 일체로 형성될 수도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동 확산 소화기에 장착된 소화기 작동부의 개략도이다.

상기 자동 확산 소화기는 상기 도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화약재를 일정 압력으로 수용하고 있는 용기(6), 상기 용

기와 결합되며 상기 소화약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통로를 갖는 몸체(2), 상기 소화약재를 분출시키기 위한 분사 

노즐(3), 상기 분사 노즐과 결합되며, 소정의 온도조건에서 상기 분사 노즐을 개방시키는 분리캡(4) 및 상기 분사 노

즐(3)과 상기 분리캡(4)의 결합상태를 유지시키며, 일정 온도 이상으로 열을 받으면 용융되는 결합재(5)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소화기 작동부(350)는 상기 분리캡(4)과 결합되어 있다.

상기 소화기 작동부와 분리캡의 결합은 끼움방식이나 나사 결합 방식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또

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보호 마개의 캡과 일체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시스템 제어부

(30)와 연결되어 있어,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소화기를 작동시키게 된다.

따라서, 상기 자동 확산 소화기는 소정의 온도 조건에서 자동으로 분사되는 동시에, 다른 여러가지 센서에 의해서 화

재 발생을 감지한 경우에 시스템 제어부에 의한 제어 신호에 따라, 소화기에 장착된 소화기 작동부에 의해 화재 발생 

초기에 자동 분사 소화기가 자동으로 동작하게 된다.

상기 분리캡(4)과 결합되는 소화기 작동부(350)는 상기 분리캡을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의해서 가열하기 위한

가열 수단으로서, 상기 도 5에서의 소화기 작동부와 동일한 구조이므로, 소화기 작동부의 구조 및 작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자동 확산 소화기에 장착된 소화기 작동부의 개략도이다.

도 8의 자동 확산 소화기는 상기 도 7의 분리캡만이 구성을 달리하며, 나머지 구성요소는 동일하다. 상기 도 8의 분리

캡은 상기 도 7에 도시되어 있는 분리캡과는 달리, 분리캡의 상단이 개방되어 있다.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분리캡(4)과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소화기 작동부와 분리캡의 결합은 끼움방식이나 나사 결합

방식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보호 마개의 캡과 일체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시스템 제어부(30)와 연결되어 있어,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소화기를 

작동시키게 된다.

상기와 같은 자동 확산 소화기에 사용되는 소화기 작동부로서 가열 수단, 솔레노이드 밸브, 정온 플라스틱 또는 유리 

벌브 및 화약 등으로 구성된 상기 도 6a 내지 도 6에서 도시된 수동 겸용 자동 분사 소화기에 장착된 소화 작동부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소화기 작동부의 구성 및 작용은 상기 도 6a 내지 도 6d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발명에 따른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정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소화기의 자동 소화시스템에 의하면, 온도 감지에 의한 소화기의 자동 작동이외에도, 다

수의 센서에 의한 화재 발생 여부를 감지하여,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 진압이 이루어지도록 소화기를 작동시킨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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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화재 발생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게 되어, 연기나 연소 가스 등에 의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기존의 자동 소화 시스템에 비하여, 설치가 용이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이점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화약재를 수용하기 위한 용기, 상기 소화약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통로를 갖는 몸체, 상기 이동통로와 연통되어

상기 소화약재를 분사하기 위한 분사노즐, 상기 몸체의 내부에 이동가능하게 배치되며, 소정의 외력에 의해 상기 이

동통로의 개폐가 제어되고, 소정 온도조건에서 상기 이동통로를 자동으로 개폐하기 위한 작동로드 어셈블리로 구성된

소화기를 자동 제어하기 위한 자동 소화 시스템으로서,

상기 자동 소화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용 전압을 사용하는 주전원부와 예비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비

상 전원부로 구성된 전원부;

다수의 감지 센서를 통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화재 발생 감지부;

상기 화재 발생 감지부에서 감지된 결과에 따라, 자동 소화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제어부;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화재 발생을 알리기 위한 화재 발생 경보부; 및

상기 소화기가 상기 소정의 온도조건 보다 조기에 동작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소화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소화기 작동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로드 어셈블리는 소화약재를 분사시키기 위한 구멍을 갖는 작동로드와 탄성수단에 의해 

이동가능하게 배치되며, 상기 구멍의 개폐를 제어하기 위한 플런저 및 소정 온도 이하에서는 상기 플런저의 탄발력을

견디며, 소정 온도조건에서 상기 플런저의 이동을 허용하는 보호 마개를 포함하는데,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되며,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보호 마개를 소정 온도로 

가열시키기 위한 가열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되는 작동부 몸체;

상기 전기 신호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기 위한 히팅 코일; 및

상기 히팅 코일에서 발생된 열이 발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열 발산 방지 커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

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4.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작동로드 어셈블리의 보호 마개와 일체로 형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5.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작동로드 어셈블 리의 보호 마개와 나사결합 방식에 의해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로드 어셈블리는 소화약재를 분사시키기 위한 구멍을 갖는 작동로드와 탄성수단에 의해 

이동가능하게 배치되며, 상기 구멍의 개폐를 제어하기 위한 플런저 및 상단에 개구를 가지며, 소정 온도조건에서 상기

플런저의 이동을 허용하는 보호 마개를 포함하는데,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되며, 소정 온도조건 이하에서 상기 플런저의 탄발력을 견디며, 상기 시

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플런저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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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되는 작동부 몸체;

상기 전기 신호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기 위한 히팅 코일; 및

상기 히팅 코일에서 발생된 열이 발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열 발산 방지 커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

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밸브가 개폐되는 솔레노이드 밸브; 및

상기 솔레노이드 밸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커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되는 작동부 몸체; 및

상기 작동부 몸체 내부에 위치하며, 일정 온도에서 녹는 정온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

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10.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되는 작동부 몸체; 및

상기 작동부 몸체 내부에 위치하며,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소화기 작동부를 폭발시키는 화약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11.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되는 작동부 몸체; 및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파열되는 유리 벌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12.
제 7항 내지 제 1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작동로드 어셈블리의 보호 마개와 일체로 형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 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13.
제 7항 내지 제 1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작동로드 어셈블리의 보호 마개와 나사결합 

방식에 의해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14.
제 2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화재 발생 감지부는 온도 감지 센서, 연기 감지 센서 및 감시 카메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15.
제 2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은 상기 시스템 제어부를 원격지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 유,무선 통신 유닛을 통하여 제어 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통신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

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16.
소화약재를 일정 압력으로 수용하고 있는 용기, 상기 소화약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통로를 갖는 몸체, 상기 소화

약재를 분출시키기 위한 분사 노즐 및 상기 분사 노즐과 결합되며, 소정의 온도조건에서 상기 분사 노즐을 개방시키는

분리캡으로 구성된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으로서,

상기 자동 소화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용 전압을 사용하는 주 전원부와 예비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비

상 전원부로 구성된 전원부;

다수의 감지 센서를 통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화재 발생 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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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재 발생 감지부에서 감지된 결과에 따라, 자동 소화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제어부;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화재 발생을 알리기 위한 화재 발생 경보부; 및

상기 소화기가 상기 소정의 온도조건 보다 조기에 동작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소화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소화기 작동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분리캡의 상단에 결합되며,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보

호 마개를 소정 온도로 가열시키기 위한 가열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전기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전원선;

상기 인가된 전기 신호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기 위한 히팅 코일; 및

상기 히팅 코일에서 발생된 열이 발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열 발산 방지 커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

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19.
제 17항 또는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분리캡과 일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20.
제 17항 또는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분리캡과 나사결합 방식에 의해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21.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분리캡과 연통되어 결합되며,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분사 노즐을 개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분리캡과 결합되는 작동부 몸체;

상기 전기 신호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기 위한 히팅 코일; 및

상기 히팅 코일에서 발생된 열이 발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열 발산 방지 커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

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23.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밸브가 개폐되는 솔레노이드 밸브; 및

상기 솔레노이드 밸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커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24.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분리캡과 결합되는 작동부 몸체; 및

상기 작동부 몸체 내부에 위치하며, 일정 온도에서 녹는 정온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

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25.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분리캡과 결합되는 작동부 몸체; 및

상기 작동부 몸체 내부에 위치하며,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소화기 작동부를 폭발시키는 화약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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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보호 마개와 결합되는 작동부 몸체; 및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파열되는 유리 벌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27.
제 22항 내지 제 2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분리캡과 일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28.
제 22항 내지 제 2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 작동부는 상기 분리캡과 나사결합 방식에 의해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29.
제 17항 또는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화재 발생 감지부는 온도 감지 센서, 연기 감지 센서 및 감시 카메라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

청구항 30.
제 17항 또는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소화기의 자동 소화 시스템은 상기 시스템 제어부를 원격지에서 제어할 수 있

도록, 유,무선 통신 유닛을 통하여 제어 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통신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

의 자동 소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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