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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 후에 록 기구나 밸브가 비산되지 않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제공한다.

급수배관측으로부터 그 급수배관과 접속되는 중공의 노즐을 구비하는 본체10, 본체10의 노즐 출구를 폐쇄하는 밸브,

밸브를 폐쇄위치에 지지하는 상하 한 쌍의 협지체51, 52와 확장·축소 가능한 링53으로 구성되는 록 기구, 하측 협지

체52와 접속되는 디플렉터41, 록 기구와 접속되어 열에 반응하여 록 기구를 해제시키는 감열부50이 순차적으로 설치

되고, 평상 시에는 록 기구의 링53이 확장 상태로 되어 있어 링53의 외측이 본체 하단22에 결합되어 밸브체가 폐쇄 

상태로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 디플렉터41의 지름이 링53의 지름보다 크고 디플렉터41보다 위에 링5

3이 설치되고, 노즐 출구를 폐쇄하는 밸브 본체30은 상측 협지체51에 있어서의 상부의 오목부 내부에 설치되고, 상측

협지체51의 상단은 내측으로 굴곡되어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실시예1의 단면도이다.

도2는 감열작동부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3은 조립 상태를 설명하는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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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는 작동 시의 단면도이다.

도5는 실시예2의 단면도이다.

도6은 종래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본체(本體) 15 : 플랜지(flange)

16 : 외통(外筒) 20 : 프레임(frame)

30 : 밸브(valve) 40 : 살수부(撒水部)

41 : 디플렉터(deflector) 42 : 가이드 링(guide ring)

43 : 핀(pin) 45 : 스프링(spring)

50 : 감열작동부(感熱作動部) 51 : 상측의 협지체(挾持體)

52 : 하측의 협지체 53 : 링(ring)

54 : 실린더(cylinder) 55 : 볼트(bolt)

64 : 히트 콜렉터(heat collector) 65 : 단열재(斷熱材)

70 : 지지재(支持材) 71 : 결합재(結合材)

72 :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소화용(消火用)의 스프링클러 헤드(sprinkler head)에 관한 것이다.

스프링클러 헤드는, 소화수 공급원(消火水 供給源)과 접속되어 있어 화재(火災)가 발생한 때에는 내부의 밸브체(valv

e 體)가 개방되어 소화수 공급원으로부터 송수(送水)되는 소화수를 살포(撒布)하여 화재를 진압·소화(鎭壓·消火)하

는 것이다.

종래의 스프링클러 헤드로서, 예를 들면 특허문헌1, 2, 3에 기재된 것이 있다.

특허문헌1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도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본체(本體)1의 노즐(nozzle)2를 막는 밸브체3의 하방

에 접시 스프링(belleville spring)을 사이에 두고 록 기구(lock 機構)가 설치되어 있다. 록 기구는 상하 한 쌍의 협지

체(挾持體)4, 5와 협지체4, 5의 사이에 삽입되는 일부가 노치(notch)되는 링(ring)6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지체4, 5의

중심에 형성되는 암나사에 감열부(感熱部)가 관통되는 볼트(bolt)를 나사결합시킴으로써 링6이 확장되는 상태로 되어

있다.

협지체4, 5에 의하여 확장된 링6은, 협지체4, 5의 가장자리로부터 돌출된 상태로 되어 있어 그 돌출 부분을 프레임(fr

ame)7의 내 플랜지(內 flange) 상부의 경사면(傾斜面)8에 결합시켜 밸브체3을 노즐2측으로 가압(加壓)하여 폐쇄(閉

鎖)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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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에는, 협지체4, 5의 하부에 설치된 감열부인 실린더(cylinder)9 내의 저융점합금(低融點合金)이 용융(溶融)됨

으로써 하측의 협지체5가 링6의 수축력(收縮力)에 의하여 하방으로 이동되어 상하의 협지체4, 5의 사이에 링6이 원

래의 형상으로 복원(復元)되어 삽입된다.

링6이 수축됨으로써 결합이 해제되어 협지체4, 5가 낙하하고, 협지체4, 5에 의하여 가압되고 있는 밸브체3도 낙하하

여 밸브체3에 설치된 디플렉터(deflector)D의 상부가 상기 프레임7의 내 플랜지의 경사면8에 결합된다. 밸브체3의 

개방에 의하여 노즐2가 개방되어 소화수가 방출되면서 디플렉터D에 충돌하여 실내에 살포(撒布)됨으로써 화재를 억

제·소화한다.

상기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작동 후에 디플렉터D가 천장면으로부터 실내측으로 돌출되는 플래시 타입(flash type)의 

스프링클러 헤드로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본체1이나 밸브체3, 디플렉터D 등은 천장 내에 매설(埋設)된 위치에 있다. 

실내에서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실린더9를 포함한 감열부가 천장 면에만 보이기 때문에 디자인(design)의 측면에 있

어서 우수한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특허문헌2, 3에는, 소형화(小型化)된 플래시 형(flash 型)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기재되어 있고, 특허문헌1의 스프링클

러 헤드와 비교하여 디플렉터가 더 하방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스프링클러 헤드의 전체 길이가 짧아지도록 되어 있

다. 이들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도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 시에 록 기구나 밸브체, 감열부 등이 비산(飛散)되어 

노즐이 개방됨으로써 디플렉터에 의하여 소화수가 실내에 살포되는 것이다.

특허문헌1 : 미국 특허 제4618002호 명세서

특허문헌2 : 미국 특허 제5094298호 명세서

특허문헌3 : 일본국 공개실용신안 실공평5-38760호 공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비산되는 록 기구나 밸브체, 감열부 등의 부품이 디플렉터나 프레임의 내 플

랜지 등에 걸려서 노즐에서 방출되는 소화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어 실내에 살포되는 소화수가 불균일(不均一)하게 살

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 시에는 상기한 부품이 비산되지만 스프링클러 헤드가 오작동(誤作動)하는 경우 등은 원

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들 부품을 회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비산된 부품은 노즐에

서 방출되는 소화수에 의하여 떠내려 가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 비산된 부품을 회수하는 것은 곤란하였다.

그래서 본 발명에서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 후에 록 기구나 밸브가 비산되지 않는 구조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구항1에 기재된 발명은, 급수배관(給水配管)측으로부터 그 급수배관과 접속되는 

중공(中空)의 노즐(nozzle)을 구비하는 본체(本體), 본체의 노즐 출구(出口)를 폐쇄(閉鎖)하는 밸브(valve), 밸브를 폐

쇄위치(閉鎖位置)로 지지하는 상하 한 쌍의 협지체(挾持體)와 확장·축소(擴張·縮小)가 가능한 링(ring)으로 구성되

는 록 기구(lock 機構), 하측 협지체(下側 挾持體)와 접속되어 밸브가 개방되는 때에 노즐에서 방출되는 물(水)을 살포

(撒布)하는 디플렉터(deflector), 록 기구와 접속되어 열(熱)에 반응하여 록 기구를 해제시키는 감열부(感熱部)가 순

차적으로 설치되고, 평상 시에는 록 기구의 링이 확장 상태로 되어 있어 링의 외측이 본체 하단(下端)에 결합되어 밸

브체(valve 體)가 폐쇄 상태로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sprinkler head)에 있어서, 디플렉터의 지름이 링의 지름보

다 크고 디플렉터보다 위에 링이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청구항2에 기재된 발명은, 급수배관측으로부터 그 급수배관과 접속되는 중공의 노즐을 구비하는 본체, 본체의 노즐 

출구를 폐쇄하는 밸브, 밸브를 폐쇄위치에 지지하고 내부에 구멍을 구비하는 상하 한 쌍의 협지체가 설치되고, 상하의

협지체 사이에 탄성(彈性)을 구비하는 링이 삽입되어 있고, 내부에 저융점합금(低融點合金)이 충전(充塡)되어 축(軸) 

방향으로 관통구멍을 구비하는 실린더(cylinder)의 바닥면과 하측의 협지체 하부를 맞춘 상태에서 실린더측으로부터

돌출부를 구비하는 수나사를 실린더의 관통구멍에 삽입하고 또한 상측 협지체의 구멍에 형성되는 암나사에 나사결합

시킴으로써 확장되는 링의 외주(外周)가 본체 하단에 설치되는 내 플랜지부(內 flange 部)에 결합됨으로써 평상 시에 

있어서 밸브체가 폐쇄 상태로 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 밸브가 개방되는 때에 노즐로부터 방출되는 물을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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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디플렉터의 지름이 링의 지름보다 크고 디플렉터는 하측의 협지체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청구항3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1 또는 청구항2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 본체에는 원통(圓筒) 형

상으로 본체 하부를 덮는 외통(外筒)이 설치되고, 그 외통의 하단은 내 플랜지 형상으로서, 본체의 하부와 외통 사이

를 슬라이딩(sliding) 가능하여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 시에는 상기 내 플랜지에 결합되는 링에 복수의 핀(pin)을 사

이에 두고 디플렉터가 접속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청구항4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1 또는 청구항2에 있어서, 상기 스 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 노즐 출구를 폐쇄하는 

밸브는, 밸브 본체(valve 本體)와 밸브 본체의 표면에 피착(被着)되는 패킹(packing)으로 구성되고, 밸브 본체는 상측

협지체에 있어서의 상부의 오목부 내부에 설치되고 상측 협지체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구성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

청구항5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4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 밸브 본체와 상측 협지체의 사이에는 

스프링(spring)이 설치되고, 밸브 본체와 스프링은 상측 협지체에 있어서의 상부의 오목부 내부에 설치되고, 상측 협

지체의 상단은 내측으로 굴곡(屈曲)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청구항6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3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 외통의 하부와 접속 가능한 스프링클

러 헤드를 덮는 커버(cover)가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청구항7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6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덮는 커버는 화재 

시에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보다 먼저 작동되어 스프링클러 헤드를 노출(露出)시키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또한 청

구항8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6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덮는 커버는, 접합부

재(接合部材)를 사이에 두고 외통의 하부와 접속되고, 접합부재에 있어서의 상기 커버와의 접합면(接合面)에는 저융

점합금(低融點合金)과의 접합성이 양호한 표층(表層)이 형성되어 있어 그 표층과 상기 커버가 저융점합금에 의하여 

접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

(실시예)

본 발명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의 최선의 실시형태를 실시예1에 나타내었다. 또 실시예2는 실시예1의 스프링클러 

헤드(sprinkler head)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덮기 위한 커버(cover)를 설치한 것이다.

(실시예1)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1을 도1부터 도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1은 실시예1의 단면도, 도2는 감열부(感熱部)의 확

대 단면도, 도3은 조립 상태를 설명하는 단면도, 도4는 작동 시의 단면도이다.

실시예1의 스프링클러 헤드(sprinkler head)는, 본체(本體)10, 프레임(frame)20, 밸브(valve)30, 살수부(撒水部)40, 

감열작동부(感熱作動部)50으로 구성된다.

본체10은 내부에 노즐(nozzle)11이 뚫려서 형성되어 있고, 노즐11의 하단(下端)에는 선단(先端)이 예리하게 형성되

는 밸브좌(valve 座)12가 설치되어 있다. 본체10의 상부 외주(外周)에는 급수배관(給水配管)과 접속하기 위한 수나사

13이 형성되어 있고, 하부에는 프레임20과 나사결합하기 위한 수나사14가 형성되어 있다.

중간 부분은 돌출되는 모양의 플랜지(flange)15로 되어 있고, 플랜지15의 외주에는 외통(外筒)16의 상부가 결합되어

있다. 외통16의 하단은 후술하는 가이드 링(guide ring)42가 결합 가능하도록 축(軸) 방향을 향 하여 단(段)이 형성되

어 있는 내 플랜지(內 flange)17로 되어 있다.

프레임20은 통(筒) 모양으로서, 상부의 내주(內周)에는 상기의 수나사14와 나사결합하는 암나사21이 형성되어 있다.

하단은 축 방향으로 돌출하는 단부(段部)가 형성되는 내 플랜지22로 되어 있고, 그 내 플랜지22의 상부는 경사면(傾

斜面) 또는 감열작동부50의 링(ring)53의 외주면(外周面)과 대략 동일한 곡면(曲面)으로 되어 있다.

또한 측면에는 구멍23이 복수 형성되어 있고, 그 구멍23은 감열작동부50이 조립된 프레임20을 본체10의 수나사14

와 나사결합시킬 때에 렌치(wrench)를 걸기 위하여 사용된다.

밸브30은 판(板) 모양으로서, 중심부의 상면에는 볼록부가 형성되어 있다. 밸브30은 하방에 접시 스프링(belleville s

pring)31이 설치되어 있고, 감열작동부50 상측의 협지체(挾持體)51에 매립(埋立)되어 설치되어 있다. 밸브체30은 감

열작동부50에 의하여 상기의 패킹(packing)32를 통하여 밸브좌12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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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부(撒水部)40은, 디플렉터(deflector)41, 가이드 링42, 핀(pin)43 등으로 구성된다.

디플렉터41은 판자(板子) 모양으로서, 중심에는 감열작동부50과 접합하기 위한 구멍44가 형성되어 있다. 디플렉터4

1의 외주에는 복수의 홈이 형성되어 있다. 그 홈에 의하여 노즐로부터 방출되는 소화수(消火水)를 방호(防護) 범위 내

에 살포(撒布)하는 작용을 한다.

가이드 링42는 고리 모양을 하고 있고, 디플렉터41과는 핀43, 43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고, 플랜지15의 하방에 스프

링45를 사이에 두고 설치되어 있다. 가이드 링42는 본체10의 하부 외주와 외통16의 내주와의 사이를 슬라이딩(slidi

ng)할 수 있다.

감열작동부50은, 2개의 협지체51, 52, 링53으로 이루어지는 록 기구(lock 機構)와, 감열체(感熱體)인 실린더(cylinde

r)54 및 록 기구와 감열체를 접속하는 볼트(bolt)55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 설치되는 감열작동부는, 종래의 기술에서 

설명한 미국 특허 제4618002호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대략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구조가 다른 부분을 주

로 설명한다.

협지체51은, 외주에 단(段)이 형성되어 있어 외경(外徑)의 크기가 큰 상부56과 외경의 크기가 작은 하부57로 분리되

어 있다. 상부56에 있어서의 상면(上面)의 오목 부분에는 상기의 밸브30과 접시 스프링31을 수용하고, 상단을 축 방

향으로 굴곡(屈曲)시켜 수용된 밸브30 등이 빠지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부56의 외주 하단에는 링 수용부(ring 收容部)58을 형성하는 단부(段部)가 형성되어 있다.

하부57은 협지체52의 내부에 슬라이딩 하도록 결합되고, 하단으로부터 형성되는 구멍의 내주에는 암나사59가 형성

되어 있다.

협지체52는 통 모양으로서, 내부에 협지체51의 하부57을 수용한다. 협 지체52의 상부에는 돌출되는 모양의 플랜지6

0이 형성되어 있다. 플랜지60의 측면에는, 디플렉터41이 설치되어 고정되고 또한 플랜지60의 상단 외주에는 경사면

이 형성되어 링53이 결합된다.

협지체52의 하부 내주에는 단부가 형성되어 구멍61이 형성되어 있다. 그 구멍61에는, 실린더54를 결합하는 볼트55

가 삽입되고, 협지체52의 내부에 수용된 협지체51의 암나사59와 나사결합된다.

링53은 탄성(彈性)을 구비하는 재료로 형성되어 신축(伸縮)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링53의 일부에 노치(notch)를 형

성하더라도 좋다. 또 링53의 내경(內徑)은, 자유 상태에 있어서 상기의 협지체51의 링 수용부58의 지름과 대략 동일

하게 되어 있다.

실린더54는 컵(cup) 모양을 하고 있고, 내부에는 저융점합금(低融點合金)이 충전(充塡)되어 있다. 중심에는 볼트55가

관통하는 구멍62가 형성되어 있고, 가장자리부는 외부로 확장되는 플랜지63이 형성되어 있다.

실린더54는, 화재(火災)의 열을 흡수하여 내부의 저융점합금에 열을 전달하기 쉽도록 구리(copper)나 알루미늄(alu

minium) 등 열전도성(熱傳導性)이 좋은 재료로 형성되고, 열의 흡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재료로 형성되는 히트 

콜렉터(heat collector)64를 실린더54의 바닥면에 접촉시켜 설치한다.

또한 실린더54가 흡수한 열이 협지체52에 전달되지 않도록 히트 콜렉터64와 협지체52와의 사이에 단열재(斷熱材)6

5를 삽입하더라도 좋다. 단열재65는 열전도성이 좋지 않은 재질로 형성하는 것 이외에 히트 콜렉터64와 협지체52와

의 사이에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열이 도망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볼트55는 수나사66과 실린더54의 내부를 슬라이딩할 수 있는 두부(頭部)67로 형성되어 있다. 두부67의 상면에는 렌

치 구멍이 형성되어 있어, 상기한 바와 같이 저융점합금이 충전된 실린더54와 히트 콜렉터64, 단열재65를 관통하는 

볼트55를 협지체52에 삽입하여 내부에 수용되어 있는 협지체51의 암나사59와 나사결합시킨다.

계속하여 실시예1의 조립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감열작동부50을 조립한다. 밸브체30이 매설(埋設)된 협지체51과 살수부40이 고정되어 설치된 협지체52의 사

이에 링53을 삽입하여 협지체52 내에 협지체51을 수용하고, 상기의 실린더54 등을 결합한 볼트55를 협지체51의 암

나사59에 실린더54와 협지체52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나사결합시킨다.

다음에 프레임20의 내 플랜지22의 위치에 상기한 바와 같이 조립한 감열작동부50의 링53의 위치를 맞추고, 링53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링53이 프레임20의 내 플랜지22에 결합되는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볼트55를 회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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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본체10에 수나사14측으로부터 스프링45를 결합시키고, 감열작동부50이 장착된 프레임20의 암나사21을 

본체10의 수나사14에 나사결합시킨 다. 이 때에 프레임20의 구멍23에 렌치를 걸어서 회전시키면 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프레임20의 암나사21을 본체10의 수나사14에 나사결합시킴으로써 밸브30이 노즐11의 밸브좌12에 가압(加壓)되어 

패킹32가 밸브좌12에 삽입됨으로써 노즐11이 폐쇄(閉鎖)된다. 또한 접시 스프링31을 설치함으로써 밸브30이 기울

어지지 않아 패킹32를 밸브좌12에 균일하게 삽입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통16을 본체10에 설치된 감열작동부50을 덮도록 삽입시킨 후에 외통16의 상단을 본체10의 플랜지15

에 구부려서 결합시킴으로써 조립이 완료된다.

계속하여 실시예1의 작동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시예1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 뒤에 부설(敷設)되는 급수배관(給水配管)과 접속되어 있고, 천장면에서 실린더 부

분이 돌출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의 열에 의하여 실린더54 및 히트 콜렉터64를 가열시켜 

실린더54 내부의 저융점합금으로 열이 전달된다.

열에 의하여 저융점합금이 용융(溶融)되어 실린더54로부터 외부로 유출되면, 링53이 복원력(復原力)에 의하여 협지

체52를 하방으로 밀어 내려서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아 가게 함으로써 링53과 프레임20의 내 플랜지22의 결합이 해

제된다.

이렇게 되면 노즐11 내에 충전되어 있는 소화수의 압력 및 스프링45에 의하여 밸브30이 밸브좌12로부터 분리된다. 

또한 동시에 가이드 링42가 압출(壓出)되어 외통16 내를 슬라이딩하여 외통16 하단의 내 플랜지17에 결합된다.

노즐11에 의하여 방출되는 소화수는 디플렉터41에 충돌되어 실내에 균일하게 살포됨으로써 화재를 억제·진압한다.

(실시예2)

다음에 실시예2에 대하여 도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5는 실시예2의 단면도이다. 실시예2는 실시예1의 스프링클러 

헤드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덮기 위한 커버를 설치한 것이다.

커버(cover)는 지지재(支持材)70, 접합부재(接合部材)71,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72로 구성된다.

지지재70은 원통(圓筒) 형상을 하고 있고, 통부(筒部)의 내주면(內周面)에는, 실시예1에 있어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외통16 둘레면에 나선(螺旋) 모양으로 배치되어 돌출하도록 형성되는 복수의 돌기T와 나사결합하는 나선홈73이 형

성되어 있다. 그 나선홈73에 의하여 천장면에 대한 지지재70의 높이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하단은 외측으로 확장되는 플랜지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플랜지부(flange 部)74의 몇 군데에 플랜지면(flange 面)

으로부터 하방으로 수직하는 접속부(接續部)75가 복수 설치되어 있다. 접속부75의 하단은 수평으로 구부러져 있고, 

하면(下面)은 접합부재71이 고정되어 있고, 그 접합 부재71에 의하여 커버 플레이트72와 접합되어 있다.

접합부재71은, 열전도성이 좋지 않은 재질을 기재(基材)로 하여 형성되어 지지재70에 고정되어 설치된다. 커버 플레

이트72와의 접합면에는 저융점합금 소위 땜납(solder)과의 접합성이 양호한 구리나 니켈(nickel) 등의 재질에 의하여

표층(表層)이 형성되어 있어 저융점합금에 의하여 그 표층과 커버 플레이트72가 접합된다.

또한 저융점합금은, 스프링클러 헤드에 사용되는 저융점합금보다 용융온도가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커버 플레이트72는 원반(圓盤) 모양으로서, 상기한 바와 같이 접합부재71을 사이에 두고 지지재70과 접속되어 있다.

그 커버 플레이트72는 저융점합금의 용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구리나 알루미늄과 같은 열전도성이 양호한 금속판(

金屬板)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구성의 커버를 실시예1의 스프링클러 헤드에 설치하는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천장 뒤에 부설되는 급수배관과 접속시키고, 커버 플레이트72가 접합부재71을 사이에 두고 접속되는 커버의 지지재

70의 통부를 천장면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의 외통16에 대하여 회전시키면서 삽입한다.

이렇게 하면 외통16의 외주에 형성된 돌기T와 지지재70의 나선홈73이 나사결합한다. 또한 스프링클러 헤드를 회전

시켜 지지재70의 플랜지부74 상면이 천장면에 접촉되면 설치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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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화재 시의 작동에 대하여 설명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커버 플레이트72는 화재의 열을 흡수하여 접합부재71과

의 접합부에 있는 저융점합금으로 열을 전달한다. 저융점합금으로 전달된 열은, 접합부재71의 기재가 열전도성이 좋

지 않은 재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지지재70에 전달되지 않아 효율적으로 저융점합금의 용융에 작용한다.

저융점합금이 용융되어 커버 플레이트72가 낙하되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나타나고, 화재의 열이 실린더54 및 히트 콜

렉터64에 흡수되어 실린더54 내의 저융점합금으로 전달되어 스프링클러 헤드를 작동시킨다.

발명의 효과

디플렉터의 지름을 링의 지름보다 작게 하여 디플렉터 상에 링을 설치하고 또한 록 기구와 감열부는 나사 재(screw 

材)에 의하여 접속되어 있어, 종래의 스프링클러 헤드와 같이 작동 시에 록 기구나 감열부가 비산(飛散)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 후에 감열부가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수를 살포하는 

것이 가능하고, 스프링클러 헤드가 화재 시 이외에 작동하는 때에는 원인 규명 조사를 위한 시료인 부품이 확실하게 

남아 있어 조사의 정밀도가 향상된다.

또한 밸브체를 협지체에 매립하여 설치함으로써 종래와 같이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 시에 밸브체가 프레임 내에 걸

려서 살포되는 소화수가 불균일(不均一)하게 살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 시에는 소화수가 

항상 실내에 균일하게 살포되는 신뢰성이 높은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급수배관(給水配管)측으로부터 그 급수배관과 접속되는 중공(中空)의 노즐(nozzle)을 구비하는 본체(本體), 본체의 

노즐 출구(出口)를 폐쇄(閉鎖)하는 밸브(valve), 밸브를 폐쇄위치(閉鎖位置)로 지지하는 상하 한 쌍의 협지체(挾持體)

와 확장·축소(擴張·縮小)가 가능한 링(ring)으로 구성되는 록 기구(lock 機構), 하측 협지체(下側 挾持體)와 접속되

어 밸브가 개방되는 때에 노즐에서 방출되는 물(水)을 살포(撒布)하는 디플렉터(deflector), 록 기구와 접속되어 열(

熱)에 반응하여 록 기구를 해제시키는 감열부(感熱部)가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평상 시에는 록 기구의 링이 확장 상태

로 되어 있어 링의 외측이 본체 하단(下端)에 결합되어 밸브체(valve 體)가 폐쇄 상태로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s

prinkler head)에 있어서,

디플렉터의 지름이 링의 지름보다 크고 디플렉터보다 위에 링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

청구항 2.
급수배관측으로부터 그 급수배관과 접속되는 중공의 노즐을 구비하는 본체, 본체의 노즐 출구를 폐쇄하는 밸브, 밸브

를 폐쇄위치에 지지하고 내부에 구멍을 구비하는 상하 한 쌍의 협지체가 설치되고, 상하의 협지체 사이에 탄성(彈性)

을 구비하는 링이 삽입되어 있고, 내부에 저융점합금(低融點合金)이 충전(充塡)되어 축(軸) 방향으로 관통구멍을 구비

하는 실린더(cylinder)의 바닥면과 하측의 협지체 하부를 맞춘 상태에서 실린더측으로부터 돌출부를 구비하는 수나

사를 실린더의 관통구멍에 삽입하고 또한 상측 협지체의 구멍에 형성되는 암나사에 나사결합시킴으로써 확장되는 링

의 외주(外周)가 본체 하단에 설치되는 내 플랜지부(內 flange 部)에 결합됨으로써 평상 시에 있어서 밸브체가 폐쇄 

상태로 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

밸브가 개방되는 때에 노즐로부터 방출되는 물을 살포하는 디플렉터의 지름이 링의 지름보다 크고 디플렉터는 하측

의 협지체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 본체에는 원통(圓筒) 형상으로 본체 하부를 덮는 외통(外筒)이 설치되고, 그 외통의 

하단은 내 플랜지 형상으로서, 본체의 하부와 외통 사이를 슬라이딩(sliding) 가능하여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 시에

는 상기 내 플랜지에 결합되는 링에 복수의 핀(pin)을 사 이에 두고 디플렉터가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링

클러 헤드.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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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 노즐 출구를 폐쇄하는 밸브는, 밸브 본체(valve 本體)와 밸브 본체의 표면에 피착(被

着)되는 패킹(packing)으로 구성되고, 밸브 본체는 상측 협지체에 있어서의 상부의 오목부 내부에 설치되고 상측 협

지체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 밸브 본체와 상측 협지체의 사이에는 스프링(spring)이 설치되고, 밸브 본체와 스프

링은 상측 협지체에 있어서의 상부의 오목부 내부에 설치되고, 상측 협지체의 상단은 내측으로 굴곡(屈曲)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 외통의 하부와 접속되어 스프링클러 헤드를 덮는 커버(cover)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덮는 커버는, 화재 시에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보다 먼저 작동

되어 스프링클러 헤드를 노출(露出)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덮는 커버는, 접합부재(接合部材)를 사이에 두고 외통의 하부와 

접속되고, 접합부재에 있어서의 상기 커버와의 접합면(接合面)에는 저융점합금(低融點合金)과의 접합성이 양호한 표

층(表層)이 형성되어 있어 그 표층과 상기 커버가 저융점합금에 의하여 접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링클러 헤

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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