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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한 IT 

        미래를 향한 기술

1987년 현대전자산업(주) 자동화 사업팀

1993년 현대정보기술㈜ 창립, 현대전자 자동화사업 이관

1999년 ㈜아이콘트롤스 창립, 현대정보기술 IBS 사업 양도 양수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편입

2000년 정보통신부 선도 기반 기술 개발 사업자 선정

2002년 ISO 14001 인증획득

2004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경기분당 제 2004-9호)

2005년 LG전자 'LnCP컨소시엄' MOU 체결

2009년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2011년 소방시스템 형식승인 (수신기,중계기)

2015년 소방기구 형식승인 (감지기,유도등)

 BOSCH Aistuibutor 계약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

2017년 SKT IoT 서비스 MOU 체결

2018년 HDC아이콘트롤스(주)로 사명 변경

 HDC IoT,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위한 MOU 체결

2019년 HDC현대산업개발-HDC아이콘트롤스-카카오

 'AI 기반 IoT개발' MOU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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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설립된 HDC는 

HDC 계열사로서 최첨단 친환경 빌딩솔루션(IBS)과  

홈 시스템 (H/N,H/A), 방범 방재(소방전기) 및 세대환기시스템, 

교통 및 운송 관리를 위한 솔루션 (ITS,TTMS,E&M,TOS) 

그리고 그린 에너지(LED) 등을 개발, 공급하는 친환경 IT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풍요로운 삶과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는 사명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미래 도시를 지향하며, 

‘사람을 위한 IT, 미래를 향한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조와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과감한 도전과 지속적인 혁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HDC는 최고의 품질, 완벽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미래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초우량기업으로서 고객 여러분의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Organization

경영지원실

스마트홈
사업부

기술연구소 베트남법인

스마트인프라
사업부

스마트빌딩
사업부

스마트홈
솔루션

LED IBS 에너지TFT 기계설비

전기/소방

FE&S팀 운영지원실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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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IN Fire Guard

시스템 특징

BESTIN Fire Guard System은 당사의 자동제어,방범,시스템통합,에너지솔루션과 단일 스마트 플랫폼으로 통합연동이 

가능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방재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소방인증기준보다 빠른 응답속도와 다양한 네트

워크 방식을 구현할 수 있으며, 유도등설비는 고효율 인증 제품으로서 에너지효율과 시인성이 뛰어난 제품 입니다.

IFL-PC-S

복도통로 유도등

소화설비

피난구 유도등

IFL-PC-S

계단통로 유도등

거실통로 유도등

소방

소화용수설비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피난설비

비상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중계기

R형 수신기

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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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IN Fire Guard System

스마트플랫폼 기반의 건물관리 통합솔루션

SI
Server

i-System 

Integration

BACnet, Modbus 지원

시스템 통합 관리/제어

연동 시나리오 구현

Master Controller

Ethernet x 1ea

RS-485 x 3ea 

RS-485/422 x 1ea

PUP 통신

MC + IO (Max.4)

UI:32, AO:16, DO : 16

CPU 이중화

B/IP 통신

Power+MC+IO (Max.8)

UI:64, AO:32, DO : 32

CPU 이중화

B-MS/TP 통신

스마트센서

UI:5, AO:2, DO:6

B-MS/TP 통신

MC + IO (Max.4)

UI:32, AO:16, DO : 16

3rd Party G/W

Ethernet x 1ea

RS-485, RS-485/422

(Modbus, 조명제어)

BACnet Router

Ethernet x 1ea (B/IP)

RS-485 x 3ea (BACnet, 

MS/TP)

3rd Party G/W

Ethernet x 1ea (B/IP)

RS-485, 

RS-485/422(Modbus)

경비실 폰

세대/관리실 통화 

차단기 제어

도어 제어

로비폰

세대통화

경비실 통화

도어 제어

세대 게이트웨이

TCP/IP통신

각 세대별 게이트 웨이

홈넷 서버와 통신

월패드

온도/조명 제어

현관 통화/제어

CC TV 연동

에너지 검침

세대환기

가스 차단

세대환기

조명

주방 TV

세대 통화

TV, 라디오

출입문 제어

욕실 스피커폰

세대 통화

라디오

출입문 제어

에너지 미터

온도제어

조명제어

세대환기

스마트 스위치

온도제어

조명제어

ELEV 제어

FMS
Server

i-FMS

장비, 자재, 작업, 에너지 관리

Mobile 시설관리

임대관리

BMES
Server

i-BEMS

에너지 사용량 분석

에너지성능 평가/예측 관리

신재생 에너지 관리

재난관리
Server

i-SafeManager

ICOS 4.0 기반

긴급메시지 전달

위기경보 단계별 시나리오 구현

재난 대응 및 복구

H/N
Server

BESTIN

세대 사용량 검침

주차관제 제어

세대 로비 제어

CCTV 연동 제어

BAS
Server

i-COS4.0

온열원, 냉열원, 지열 제어 

Peak, 역률제어  및 정복전 제어

스케쥴, 그룹, 패턴

조명제어

BAS (Building Automation System) Home Network

DDC DDC

DDC

DDC

차압센서 내장

PUP 통신

스마트센서

UI:5, AO:2, DO:6

Controller와 연결

온도센서, 설정버튼, 자동/수동

VAV Controller Smart Sensor

차압센서 내장

PUP 통신

이스마트센서

UI:5, AO:2, DO:6

Controller와 연결

온도센서, 설정버튼, 자동/수동

PUP 통신

온도센서, 4 터치버튼

PUP 통신

온도센서, 4 터치버튼

VAV Controller Smart Sensor

Smart FCU Controller Smart FCU Controller

차압센서 내장

PUP 통신

스마트센서

UI:5, AO:2, DO:6

Controller와 연결

온도센서, 설정버튼, 자동/수동

VAV Controller Smart Sensor

차압센서 내장

PUP 통신

스마트센서

UI:5, AO:2, DO:6

Controller와 연결

온도센서, 설정버튼, 자동/수동

VAV Controller Smart Sensor

디지털

도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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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스마트플랫폼 기능

● 시스템통합, 시설관리, 에너지 및 안전 등 건물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통합관리 환경 제공

● 단일구성으로부터 LAN/WAN 기반의 대규모 Site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파워풀한 시스템

●  5개의 표준화 Layer와 Service 기반의 Software Architecture로 뛰어난  확장성, 응용성, 호환성을 제공

● 시스템 추가 및 업그레이드 시 Layer 별 관리와 하위버전의 높은 호환 이식성 제공

● 건물용도, 운영상황에 따른 화재, 비상,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연동시니리오 구현

태양광

패널당 315W~335W 발전

단켤링, 다켤링 모듈

독립형, 계통 연계형 발전

ESS

(Energy Storage System)

심야전기 및 태양광, 풍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저장

피크시점에 전력부하 조절

연료전지

PEMFC방식

1kWh~10kWh용량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생산

객실관리
Server

i-RMS

객실상태 관리 및 제어

(재실, 외출, 공실)

조명, 냉/난방 제어

PMS 연동 객실예약관리

Security
Server

i-Security

실시간 영상관리

출입자 기록 관리

근태/식수 관리

지능형 영상 분석

소방
Server

VPN

Cloud Networking

BESTIN Fire Guard

화재감시

연동제어

소화설비 연동

운영정보

원격관리

& 컨설팅

Energy

아이콘트롤스 통합관리센터

객실관리

재난안전관리 Security Fire Alarm System

지진 가속도계

바람, 지진 등에 의한  구조물 

동적 계측

GPS

풍하중, 지진 등에 의한  

구조물 변형 계측

경사계

건물 위/경조를 바람, 지진등

에 의한 동적/변형 계측

풍속계/풍압계

바람 풍속 / 풍압 측정

변형률계

초고층 기둥축소량 장 · 단기 

계측

차임벨

Chime

DND/MUR상태표시

 중계반

 4계통

 127계수용 

중계기

Local Device 

연동,제어 기능

2회로/4회로 구성 

최대127대 

 차동식 감지기

 IFD-DN2

 DC 24V,2종

 보통형,반도체식

피난구 유도등

IFL-EWS

IFL-ECS

벽부,천정형

소형,중형

거실통로 유도등

IFL-FCS

IFL-FCD

천정형,중형

좌,우,양방향

와이드형 유도등

IFL-EWS-W

피난구유도등, 중형

벽부형, 단면형

와이드형

계단통로 유도등

IFL-SWS

벽부,소형

정,역방향

복도통로 유도등

IFL-CWS-S

벽부,소형

좌,우,양방향

 정온식 감지기

 IFD-FN1

 DC 24V,1종

 보통형,반도체식

 광전식 감지기

 IFD-PN2

 DC 24V,2종

 보통형,재용형

키센서

RF인증 키센서

DND/MUR설정

FIP

객실상태  표시 

(재실, 외출, 공실

DND/MUR)

RCU

개별 실 제어

RS485

FIP와 통신

Bed Side Panel

시계, 알람

조명/온도, DND/MUR 설정

온도조절기

냉/난방 조절

3단계 풍속

조명 스위치

ON/OFF 스위치

1~4회로

나이트 테이블

시계, 알람

룸서비스

조명/온도, DND/

MUR 설정

NVR

16~32CH

24TB

Dome Type

Full-HD(2M)

3~11mm LENS

Box Type

Full-HD(5M)

Onvif

PTZ Type

Full-HD(2M)

20X Zoom, IR

IP66

Bullet Type

Full-HD(2M)

3~11mm LENS

IR, Onvif

RF/지문 Reader

RF/지문 겸용

13.56Mhz

RF Reader

RF 리더기

슬립타입

KEY Reader

RF/KEY PAD

13.56Mhz

Switching

Hub

ACU

2~8CH

Anti-pass Back

시스템 연계

클라우드 통합관리 전문가 서비스

시스템 운영

에너지 컨설팅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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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IN Fire Guard System

●수신기 자체 17인치 TFT-LCD 터치 스크린 내장 

●현장 상태에 대한 정보를 그래픽으로 표현

●비화재보 차단기능 (30~60초 설정가능)

●차단 기능 보유 (회로차단,중계기차단,루프차단)

●이벤트 저장기능 최대 50,000건

●회로 시험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능 (테스트모드)

●설비 연동 조작 용이 (개별 및 전체 연동정지)

●수신기내 프린터 내장으로 이벤트 상황 출력

●Program Up/Down-Load 방식

●Network로 연결된 수신기간 상호감시 및 제어

입력 4회로

중계기 
#1

중계기 
#2

중계기 
#126

중계기 
#127

입력 4회로 입력 4회로 입력 4회로

출력 4회로 출력 4회로 출력 4회로 출력 4회로
 2.5 sec 통신

설비자동제어

출입통제

비상방송설비

홈네트워크

중계반 #1

중계반 #16

수신기 #2

1계통

수신기 #16

중계기 #1 중계기 #126 중계기 #127

수신기 #1

스마트 원격제어

인터넷

●신속한 화재감지 알람  

(당사제품:2.5초 / 인증기준: 4.5초)

●대용량 입출력 회로 지원

(중계기 계통당 입력 508, 출력 508 회로)

 ●타 시스템과 화재알림 연동

(화재시 연동상의 화재모드 운전)

주요 기능

특장점

R형 시스템 구성도

●수신기간  최대 16대 네트워크

●중계반간 최대 64대 네트워크

●중계기간 최대 16 네트워크

●1계통간 중계기 최대 127개 네트워크

중계반 #2

중계반 #15

16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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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중계반 구성

연동설비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 방식

● 입출력 최대 8,128 / 8,128 회로 수용

● Local Device 에서 수신기간 단거리시 적용 (1km 미만)

● 설치대상 : 일반건축물 (일반감지기 적용시)

● 입출력 최대 65,024 / 65,024 회로 수용

● Local Devie 에서 수신기간 장거리시 적용 (1km 이상)

● 설치대상 : 복합건축물, 대규모 플랜트 (아나로그감지기 적용시)

●수신기 1대 최대 펌프 6대 연동

●1계통간 최대 127개 중계기 연결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비상방송, 소방관련 설비 연동

●중계기 1대당 4입력/4출력 회로 수용

 중계기 구성

수신기 
(8128/8128)

중계기 #1
(4/4)

중계기 #1
(4/4)

중계기 #1
(4/4)

중계기 #1
(4/4)

중계기 #126
(4/4)

중계기 #126
(4/4)

중계기 #126
(4/4)

중계기 #126
(4/4)

중계기 #127
(4/4)

중계기 #127
(4/4)

중계기 #127
(4/4)

중계기 #127
(4/4)

1계통
(508/508)

2계통
(508/508)

15계통
(508/508)

16계통
(508/508)

수신기
(65024/65024)

중계기 #1
(4/4)

중계기 #1
(4/4)

중계기 #1
(4/4)

중계기 #126
(4/4)

중계기 #126
(4/4)

중계기 #126
(4/4)

중계기 #127
(4/4)

중계기 #127
(4/4)

중계기 #127
(4/4)

2계통
(508/508)

1계통
(508/508)

4계통
(508/508)

중계기 #1
(4/4)

중계기 #1
(4/4)

중계기 #126
(4/4)

중계기 #126
(4/4)

중계기 #127
(4/4)

중계기 #127
(4/4)

1계통
(508/508)

2계통
(508/508)

중계반 #1
(2032/2032)

중계반 #64
(2032/2032)

소방 Server
Work Station

수신기 중계기
(입력4, 출력4)

비상방송 비상발전기

G.C.P M.C.C 수동조작함

소방펌프 연결송수구

광전식 연기감지기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기동확인)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기동확인)경종

차등식 열감지기
정온식 열감지기

창문 자동개폐장치
(기동확인)

창문 자동개폐장치
(기동확인)

시각경보기

발신기

수동조작함
(기동확인)

수동조작함
(기동확인)

전자사이렌

알람,프리액션 밸브
(기동확인)

재연댐퍼
(기동확인)

재연댐퍼
(기동확인)

알람,프리액션 밸브
(기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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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IN Fire Guard System

수신기의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제품으로서 스마트폰, 테블릿 PC등 휴대기기를 이용하여 관리자가 

현장점검, 순찰 등 외부에서 소방대상물 내 설치된 R형 수신기의 상태를 감시하여 화재 발생시 즉시 대처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화면 수신기 상태 감시 중계기 상태 감시

R형 수신기 Work Station 스마트폰

 스마트 모바일 감시

R형 시스템 LCD 화면 구성

[ 구성도 ] [ 모바일 앱 감시 화면 ]

평면도 형태로 발신기,감지기,설비의 위치 

및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 합니다.

평면도

상태를 확인할 단지나 건물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조감도

계통별 중계기의 통신, 입출력 포인트 상태

를 모니터링 합니다.

중계기 상태

건물의 층별 발신기,감지기,설비  등의 위

치 및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 합니다.

계통도

설비 별 연동 여부에 대한 기동/정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연동 설정

이벤트를 조회, 저장 및 출력할 수 있습니

다. 설비 별, 상태 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력점검

●수신반과 연동하여 화재,설비,통신,단선 정보 확인

●수신기의 각종 설비 연동 상태 확인

●푸시메세지를 통한 화재발생 알림

●수신기 운영 상태 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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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BESTIN Fire Guard

R형 수신기

R형수신기란 화재발생시 해당 정보를 타설비와 연동하므로 화재 

확대방지, 소화, 경보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BESTIN Fire Guard R형수신기 제품구성으로는 R형수신기, 

중계기,전원반,중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발생시 빠른 응답속도로 

신속한 초기화재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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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 R형 복합식 수신기  

●대용량 수신기 (최대 입력 8128, 출력 8128)

●17 인치 모니터 탑재  

●타입 : R형 복합식 수신기  

●대용량 수신기 (최대 입력 8128, 출력 8128)

●17 인치 모니터 탑재  

모델명 iFC-1000

형식승인번호 수 11-1-1

형식 R형 복합기 수신기

회로수

AC220V/DC24V,LCD식, 디지탈식,

반도체식,아날로그식,축적/비축적 겸용, 

옥내외 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

사용전압 AC220V,50~60Hz

예비전원 DC24V,12Ah 연축전지, UPS 기능 내장

동작온도 -10 ~50°C

계통당 설치갯수 127 개 중계기

최대 계통수 16 계통

계통 회로수 127Address, 508입력/508출력 회로

화재경보 축적시간 30,40,50,60초 중 선택 가능

접속중계기 IFC-RF2,IFC-RF4,iFC-CMX

크기 600(W) x 2000(H) x 600(D)mm

외함재질 1.6mm STEEL

●연동 프로그램 수정 기능

●과거 이벤트 저장 기능 (50,000건)

●연동 프로그램 수정 기능

●과거 이벤트 저장 기능 (50,000건)  

●수신기 간 NETWROK 기능

R형수신기  
iFC-1000

R형수신기  
iFC-2000

모델명 iFC-2000

형식승인번호 수 18-20

형식 R형 복합기 수신기

회로수

AC220V/DC24V,LCD식, 디지탈식,

반도체식,아날로그식,축적/비축적 겸용, 

옥내외 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

사용전압 AC220V,50~60Hz

예비전원 DC24V,12Ah 연축전지, UPS 기능 내장

동작온도 -10 ~50°C

계통당 설치갯수 127 개 중계기

최대 계통수 16 계통

계통당 회로수 127Address, 508입력/508출력

화재경보 축적시간 30,40,50,60초 중 선택 가능

접속중계기 IFC-RF2,IFC-RF4,iFC-CMX

크기 600(W) x 2000(H) x 600(D)mm

외함재질 1.6mm STEEL

BESTIN Fire Gua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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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TFT Touch LCD로 화재정보 

● 아날로그감지기 센싱값 트랜드 표시 

● 수신기 1대당 최대 입력 65,024 / 출력 165,024 

● 17” TFT Touch LCD로 화재정보 

● 아날로그감지기 센싱값 트랜드 표시 

● 수신기 1대당 최대 입력 130,048 / 출력 130,048  

모델명 iFC-3000 

형식승인번호 수17-46-1 

형식 R형 복합기 수신기

회로수

AC220V/DC24V, LCD식, 디지털식, 

반도체식, 아날로그식, 축적/비축적 겸용,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쿨러 설비, 제연 설비 

사용전압 AC220V,50~60Hz

예비전원 DC24V,12Ah 연축전지, UPS 기능 내장

동작온도 -10 ~50°C

계통당 설치갯수 127개(중계기/아날로그감지기 혼용) 

최대 계통수 8계통 [128계통]

계통 회로수 127Address, 508입력/508출력 회로

네트워크 연결 수 이더넷통신 16대 

화재경보 축적시간 30,40,50,60초 중 선택 가능

접속중계기 iFC-RT4(4입력/4출력), iFC-RT508

접속 아날로그감지기 FD-PA(연기감지기), iFD-FA(열감지기) 

크기 600(W) x 2000(H) x 600(D)mm

외함재질 1.6mm STEEL

모델명 iFC-3300 

형식승인번호 수19-28

형식 R형 복합기 수신기

회로수

AC220V/DC24V, LCD식, 디지털식, 

반도체식, 아날로그식, 축적/비축적 겸용,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쿨러 설비, 제연 설비 

사용전압 AC220V,50~60Hz

예비전원 DC24V,12Ah 연축전지, UPS 기능 내장

동작온도 -10 ~50°C

계통당 설치갯수 127개(중계기/아날로그감지기 혼용) 

최대 계통수 64계통 (64개 중계반 x 4대) [256계통]

계통 회로수 127Address, 508입력/508출력 회로

네트워크 연결 수 이더넷통신 32대 

화재경보 축적시간 30,40,50,60초 중 선택 가능

접속중계기 iFC-RT4(4입력/4출력), iFC-RT508 

접속 아날로그감지기 FD-PA(연기감지기), iFD-FA(열감지기) 

크기 600(W) x 2000(H) x 600(D)mm

외함재질 1.6mm STEEL

R형수신기  
iFC-3000

R형수신기  
iFC-3300

R형 수신기

● 계통당 중계기/아날로그감지기 혼용 

● 수신기 16대 네트워크 연결 가능 

● 계통당 중계기/아날로그감지기 혼용 

● 수신기 32대 네트워크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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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1000 및 iFC-2000 수신기에서 사용 가능한 R형 중계기 입니다. 

● 4회로 입력과 4회로 출력 포트를 가지고 있으며, RUN(통신) /PWR(전원) 및 입출

력 상태를 LED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iFC-1000 및 iFC-2000 수신기에서 사용 가능한 R형 중계기 입니다. 

● 2회로 입력과 2회로 출력 포트를 가지고 있으며, RUN(통신)/PWR(전원) 

   및 입출력 상태를 LED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중계기 
iFC-RF2

중계기 
iFC-RF4

모델명 iFC-RF4

형식승인번호 중10-40-1

형식 R형 중계기 

회로수 입력4/출력4(iFC-RF4)

사용전압 DC24V ± 20% (19.2V ~ 28.8V)

동작온도 -10 ~50°C

출력용량 DC24V / 1.2A 이하

종단저항 10kΩ

계통당 설치갯수 127 개

통신방식 RS-485 2Line(Polling Address 방식)

접속수신기 iFC-1000, IFC-2000

주소설정 DIP-Switch

외형크기 85(W) x 80(H) x 27(D)mm

색상 백색

모델명 iFC-RF2

형식승인번호 중11-15-1

회로수 입력2/출력2(iFC-RF2)

사용전압 DC24V ± 20% (19.2V ~ 28.8V)

동작온도 -10 ~50°C

출력용량 DC24V / 0.6A 이하

종단저항 10kΩ

계통 설치갯수 127 개

통신방식 RS-485 2Line(Polling Address 방식)

접속수신기 iFC-1000, IFC-2000

주소설정 DIP-Switch

크기 85(W) x 80(H) x 27(D)mm

색상 백색

BESTIN Fire Guard System

* 외함재질 : 1.6t 철판

4080.00

중계기 4회로중계기 2회로

* 색 상   : 백색

* 회사CI : HDC 로고색 - C0 M95 Y100 
K0
                                   
R238 G50 B36

문자색 - Pantone Cool Grey11

* 재 질   : 난연 ABS 

SELF STANDING TYPE
FRONT OPENING TYPE

OTHER-1.6t STEEL TYPE
FRONT-1.6t STEEL PLATE

17" TFT LCD

서   랍

MCC 제어부

키보드 수납부

잉크젯 프린터

콘트롤 스위치

17" TFT LCD

명  판

MCC 제어부는 현장여건에 맞게 제작됨

MUNSELL NO. ;

1. TYPE ;

2. MAT'L ;

3. PAINTING COLOR

NOTE

2.5Y 8/2

4.

2000 2000
1910

90

600

1910

90

600

600

600

600

2000
1910

90

* 외함재질 : 1.6t 철판

4080.00

중계기 4회로중계기 2회로

* 색 상   : 백색

* 회사CI : HDC 로고색 - C0 M95 Y100 
K0
                                   
R238 G50 B36

문자색 - Pantone Cool Grey11

* 재 질   : 난연 ABS 

SELF STANDING TYPE
FRONT OPENING TYPE

OTHER-1.6t STEEL TYPE
FRONT-1.6t STEEL PLATE

17" TFT LCD

서   랍

MCC 제어부

키보드 수납부

잉크젯 프린터

콘트롤 스위치

17" TFT LCD

명  판

MCC 제어부는 현장여건에 맞게 제작됨

MUNSELL NO. ;

1. TYPE ;

2. MAT'L ;

3. PAINTING COLOR

NOTE

2.5Y 8/2

4.

2000 2000
1910

90

600

1910

90

600

600

600

600

2000
1910

90

85 27

80

85 2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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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C-3300 수신기에 최대 64개 연결 

● IFC-RT4 중계기, IFC-PA 및 IFC-FA 아날로그감지기 연결통신 4계통,  

계통당 중계기, 감지기 혼용 127개 수용

중계반 
iFC-RT508

 
모델명 iFC-RT508 

형식승인번호 중19-20

사용전압 AC220V, 50~60Hz 

예비전원 DC24V, 3Ah 연축전지, UPS 기능 내장 

동작온도 -10 ~50°C

계통당 설치개수 127개(중계기/아날로그감지기 혼용) 

계통 회로수 127Address, 508입력/508출력 

최대 계통수 4계통 

수신기당 최대접속 수 64개

통신방식
중계기/아날로그감지기: DC-PLC 

수신기: RS-485 

접속 수신기 iFC-3300 

접속 중계기/감지기 
iFC-RT4(2선식 중계기), iFD-PA(아날로그

연감지기), iFD-FA(아날로그열감지기) 

크기 380(W) x 500(H) x 110(D) mm

R형 수신기

380

50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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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P15는 최대 15A 출력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소방 비상전원반 입니다. 

●�출력전압은 19.8V ~28.8V 가변 가능하며, SMPS TYPE에 고효율 및 안정된 

정전압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 LED는 입력전압상태, 출력전압상태, 예비전원 상태를 표시합니다.

모델명 iFC-P15

형식 비상전원반

사용전압 AC220V 50 ~60Hz

예비전원 DC24V 연축전지 7.5Ah 내장

정격출력
전압 DC27V (19.6V ~ 28.8V)  

전류 10A, Peak15A               

감시 및 시험기능
교류전원감시,출력전압감시 예비전원감시,

예비전원 시험스위치

외형 크기 360(W) X 410(H) X 110(D)mm

전원공급기기
수신기,중계기,댐퍼,위치표시등,

경종 싸이렌,시각경보기,자동폐쇄장치  등 

비상전원반 
iFC-P15

360

410

110

BESTIN Fire Guard System

●iFC-3000 및 iFC-3300 수신기, iFC-RT508 중계반 사용 가능한 R형 중계기 

입니다. 

●4회로 입력과 4회로 출력 포트를 가지고 있으며, RUN(통신) /PWR(전원) 및 입출

력 상태를 LED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중계기 
iFC-RT4

모델명 iFC-RT4 

형식승인번호 중16-24-1 

사용전압 DC24V ± 20% (19.2V~28.8V) 

동작온도 -10 ~50°C

출력용량 DC24V / 1.2A 이하

종단저항 10kΩ

계통당 설치갯수 127 개

통신방식
DC-PLC 2Line(직류 전력선통신, 부하변조

방식) 

접속수신기 iFC-3000, iFC-3300

접속 중계기(반) iFC-RT508 

주소설정 DIP-Switch

외형크기 94(W) x 88(H) x 28(D) mm

색상 백색

* 외함재질 : 1.6t 철판

4080.00

중계기 4회로중계기 2회로

* 색 상   : 백색

* 회사CI : HDC 로고색 - C0 M95 Y100 
K0
                                   
R238 G50 B36

문자색 - Pantone Cool Grey11

* 재 질   : 난연 ABS 

SELF STANDING TYPE
FRONT OPENING TYPE

OTHER-1.6t STEEL TYPE
FRONT-1.6t STEEL PLATE

17" TFT LCD

서   랍

MCC 제어부

키보드 수납부

잉크젯 프린터

콘트롤 스위치

17" TFT LCD

명  판

MCC 제어부는 현장여건에 맞게 제작됨

MUNSELL NO. ;

1. TYPE ;

2. MAT'L ;

3. PAINTING COLOR

NOTE

2.5Y 8/2

4.

2000 2000
1910

90

600

1910

90

600

600

600

600

2000
1910

90

94 2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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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P05는 최대 5A 출력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소방 비상전원반 입니다. 

●출력전압은 22.8V ~25.2V 가변 가능하며, SMPS TYPE에 고효율 및 안정된 

   정전압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 LED는 입력전압상태, 출력전압상태, 예비전원 상태를 표시합니다.

모델명 iFC-P05

형식 비상전원반

사용전압 AC220V 50 ~60Hz

예비전원 DC24V 연축전지 7.5Ah 내장

정격출력
전압 :DC24V (22.8V ~ 25.2V)  

전류 :3A,  Peak 5A               

감시 및 시험기능
교류전원감시,출력전압감시 예비전원감시,

예비전원 시험스위치

외형 크기 266(W) X 330(H) X 83(D)mm

전원공급기기
수신기,중계기,댐퍼,위치표시등,

경종 싸이렌,시각경보기,자동폐쇄장치  등 

비상전원반 
iFC-P05

266

330

83

R형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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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IN Fire Guard Product

BESTIN Fire Guard

감지기

감지기란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현장에 설치

한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BESTIN Fire Guard 감지기 제품의 경우 반도체 방식으

로서 기존감지기제품의 접점에 의한 작동방식이 아닌 전류치를 사용하여 소비전류값에 의해 작동유

무, 선로의 이상유무를 판단 하는 방식 입니다. 기존의 접점 방식보다 비화재보의 발생률이 낮으며 

소비전류값으로 화재여부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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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부착높이

감지기종류

차동식 정온식 연기식 보상식 복합형

불꽃감지기
스포트형 분포형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광전식
스포트형 열 연기 열,연기

일반 분리형 공기흡입형

4m 미만 ◯ ◯ ◯ ◯ ◯ ◯ ◯ ◯ ◯ ◯ ◯ ◯ ◯

4m이상 ~ 8m미만 ◯ ◯ 특종,1종 특종,1종 1종,2종 1종,2종 1종,2종 1종,2종 ◯ ◯ ◯ ◯ ◯

8m이상 ~ 15m미만 - ◯ - - 1종,2종 1종,2종 1종,2종 1종,2종 - - ◯ - ◯

15m이상 ~ 20m미만 - - - - 1종 1종 1종 1종 - - ◯ - ◯

20m이상 - - - - - - 아나로그 아나로그 - - - - ◯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가 발광 다이오드로

부터 나오는 적외선을 산란시켜 광전소자의 

수광량이 변하여 작동하는 방식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으로 

상승하였을때 작동하는 방식

주위 온도의 상승률이 

소정의 값 이상일 때

 동작하는 방식

광전식감지기 정온식감지기 차등식감지기

방수형 차등식감지기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량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값 또는 전압값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

광전식 스포트형(아날로그) 감지기 

(단위 : ㎡)

감지기 종류

부착 높이별 감지기 적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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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iFD-PN2

형식승인번호 감16-10

형식 2종, 보통형, 재용형

사용전압 DC24V (±20%)

소모전류 감시 30uA이하, 동작 20mA이하

동작온도 -10℃ ~  50℃

상대습도 RH 93% ±3

크기 Ø110 X 41(H)mm 

무게 175 g (베이스포함)

재질 석판, 인청동, Poly Carbonate

색상 백색

회로당접속수량 20개 이하

●�iFD-PN2는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로서  연기감지기에 해당 됩니다.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작동원리로는 산란 광식 방식으로 감지기 내부 암실 

발광부의 광원이 연기유입시 연기에 의해 광원이 굴절되고 수광부에 전달되면 

평상시의 전압보다 높아지게 되고 이를 화재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감지기  
iFD-PN2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41

110

110

●iFD-FN1 주위의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고성능 반도체 센서인  

   Thermistor가 작동되어 화재신호를 수신기로 보내는 감지기 입니다. 

●공칭작동온도는 최고주위온도보다 20℃ 높은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저항값이 급격하게 작아지는 Thermistor를 이용하여 일정온도 

   도달시 저항값은 작아지고 회로에 갑자기 많은 전류가 흘러 감지기상의 릴레이가 

   작동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모델명 iFD-FN1

형식승인번호 감16-40

형식 1종, 70℃, 보통형, 재용형, 반도체식

사용전압 DC24V (±20%)

소모전류 감시 10uA이하, 동작 20mA이하

동작온도 -10℃ ~  50℃

상대습도 RH 93% ±3

크기 Ø110 X 41(H)mm 

무게 92 g (베이스포함)

재질, 색상 Poly Carbonate , 백색

공칭작동온도 70℃

회로당접속수량 25개

감지기  
iFD-FN1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110

11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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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iFD-DN2

형식승인번호 감16-11

형식 2종, 보통형, 재용형, 반도체식

사용전압 DC24V (±20%)

소모전류 감시 10uA이하, 동작 20mA이하

동작온도 -10℃ ~  50℃

상대습도 RH 93% ±3

크기 Ø110 X 41(H)mm 

무게 92 g (베이스포함)

재질 Poly Carbonate

색상 백색

회로당접속수량 25개 이하

● iFD-DN2는 고성능 반도체 센서인 Thermistor가 내장된 방식으로 주위의 

    급격한 온도변화가 감지되면 이 센서가 화재로 인식하여 수신기를 작동시킵니다.

●    반도체,열전대,고감도 릴레이로 구성되며 화재시 급격한 온도 상승을 받으면

    감열실내 고정된 Thermistor가 열기전력을 발생시켜 고감도 릴레이의 접점을 붙여

    발신회로를 만들어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전달하여 화재로 인지하는 방식 입니다.

감지기  
iFD-DN2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10

110

41

● iFD-DN2 제품의 방수 기능을 가진 감지기 입니다. 

● 지하주차장이나 습기로 인한 비화재보가 우려되는 장소에 적용 가능 합니다.

감지기  
iFC-DN2/W

차동식 스포트형  방수형 감지기 

감지기

모델명 iFC-DN2/W

형식승인번호 감19-10

형식 2종, 보통형, 재용형, 반도체식

사용전압 DC24V ± 20%

소모전류 감시 30uA이하, 동작 20mA이하

동작온도 -10℃ ~ +50℃ 

크기 110 X41(H)mm

무게 Poly Ca

색상 백색

회로당접속수량 25개 이하 

110

11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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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식 스포트형 아날로그감지기로 iFC-3000, iFC-3300 수신기 및 

     iFC-RT508 중계기(반)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기 농도값은 수신기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감지기  
iFD-PA 

광전식 스포트형(아날로그)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아날로그감지기로 iFC-3000, iFC-3300 수신기 및

   iFC- RT508 중계기(반)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온도값은 수신기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모델명 iFD-FA 

형식승인번호 감17-65

종별 감지기 

사용전압 DC24V ± 20% (19.2V~28.8V) 

소모전류 10mA이하

감지온도 -20℃ ~ 107℃

공칭온도 60℃ ~ 75℃ 

환경조건 -10℃ ~ 50℃ 

상대습도 95%

계통 설치개수 127개 

통신방식 
DC-PLC 2Line(직류 전력선통신, 부하변조

방식) 

접속 수신기 iFC-3000, iFC-3300 

접속 중계반 iFC-RT508 

주소설정  DIP-Switch 2진방식 

동작 확인등 
평상시 녹색 점멸LED, 화재감지시 적색 점등

LED 

색상 백색

크기 105(Ø) x 45(H) mm 

모델명 iFD-PA 

형식승인번호 감17-50-1

종별 감지기 

사용전압 DC24V ± 20% (19.2V~28.8V) 

소모전류 10mA이하

감지온도 -20℃ ~ 107℃

공칭온도 60℃ ~ 75℃ 

환경조건 -10℃ ~ 50℃ 

상대습도 95%

계통 설치개수 127개 

통신방식 
DC-PLC 2Line(직류 전력선통신, 부하변조

방식) 

접속 수신기 iFC-3000, iFC-3300 

접속 중계반 iFC-RT508 

주소설정  DIP-Switch 2진방식 

동작 확인등 
평상시 녹색 점멸LED, 화재감지시 적색 점등

LED 

색상 백색

크기 105(Ø) x 45(H) mm 

감지기  
iFD-FA

정온식 스포트형(아날로그) 감지기

45

45

iFC-ADT Top Cover >>

허용오차 : 상기 치수 ±0.2mm

iFC-ADS Top Cover >>

허용오차 : 상기 치수 ±0.2mm

iFC-ADS Top Cover >>

허용오차 : 상기 치수 ±0.2mm

iFC-ADT Top Cover >>

허용오차 : 상기 치수 ±0.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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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BESTIN Fire Guard

유도등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

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합니다. 

BESTIN Fire Guard 유도등 제품의 경우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에너지 관리 공단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저 전력, 저 소비전력 제품으로 상시 작동하는경

우에도 전기료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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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품번 체계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 

인근에 설치

피난구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여

피난의 방향을 명시

거실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여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춤

계단통로유도등

NO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피난구
통로 객석

대형 중형 소형

1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 　 　 ◯ ◯

2   유흥주점영업시설 ◯ 　 　 ◯ ◯

3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 　 　 ◯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관광숙박업

4   오피스텔 　 ◯ 　 ◯ 　

5   지하층, 무창층, 11층이상 　 ◯ 　 ◯ 　

6

  근린생활, 노유자, 업무시설, 발전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 ◯ 　  수련시설, 공장, 창고, 교정, 군사시설, 기숙사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7   그밖의 것 유도표지

종류 설치기준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통류

유도등

복도통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거실통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

단, 기둥에 설치시 1.5m 이하의 위치

구무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계단통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 4) - 1

➊ 대표 모델명: IFL(ICONTROLS Fire Lamp)

➋ 용도: E(피난구), C(복도통로), F(거실통로), S(계단통로)

➌ 취부형태: W(벽부형), C(천정형)

➍ 표시면: S(단면), D(양면)

➎ 사이즈: S(소형), M(중형), L(대형), W(와일드형)

➏ 표시면방향: D(양방향), R(무방향), L(좌방향)

    F(정방향), N(역방향), U(우상좌하), C(좌상우하)

iFL - E O S - S N
➊ ➋ ➌ ➍ ➎ ➏

유도등 종류

설치대상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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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부형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제품으로 최상의 휘도 및 균일한 밝기에  따른 뛰어난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면 외에 프레임을 최소화하여 협소한 공간에 시공성이 뛰어납니다.   

●벽부형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제품으로 최상의 휘도 및 균일한 밝기에 따른 뛰어난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면 외에 프레임을 최소화하여 협소한 공간에 시공성이 뛰어납니다.   

모델명 iFL-EWS-S

형식승인번호 유18-49

형식
피난구유도등, 소형, 벽부형, 단면형

LED식, 유효점등시간 60분

사용전압 AC220 V, 60Hz

예비전원 Ni-cd 4.8V, 600mAh

소비전력 2 W 이하 (1.8 W)

외형크기 155.6(W) x 160.9(H) x 41.5(D)mm

외함재질 Poly Carbonate  / ABS 수지

점검용  누름버튼  

스위치

예비전원 감시용 : 적색 LED

상용전원 감시용 : 녹색 LED

결선 3선식, 2선식

제품구성 정방향, 역방향

모델명 iFL-EWS-M

형식승인번호 유18-36

형식
피난구유도등, 중형, 벽부형, 단면형

LED식, 유효점등시간 60분

사용전압 AC220 V, 60Hz

예비전원 Ni-cd 4.8V, 600mAh

소비전력 4 W 이하 (2.8 W)

외형크기 225.6(W) x 230.9(H) x 41.5(D)mm

외함재질 Poly Carbonate  / ABS 수지

점검용  누름버튼  

스위치

예비전원 감시용 : 적색 LED

상용전원 감시용 : 녹색 LED

결선 3선식, 2선식

제품구성 정방향, 역방향

무게:

A0

시트  OF배율:

도면 번호

제목:

수정본도면의 배율을 변경하지 마시오.

재질:

날짜서명이름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및
디버링(Debur)

표면거칠기: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치수는 밀리미터로 표시
표면거칠기:
공차:
선형:
각도:

Q.A

제조

승인

검사

작성

벽부형 피난구 소형 완제품(정방향)

4
1
.5
±
0
.8

IFL-PC-S

IFL-PC-S

R7.0±0.2R9.0±0.2

R27.5±0.4

IFL-PC-S IFL-PC-S IFL-PC-SIFL-PC-SIFL-PC-S

무게:

A0

시트  OF배율:

도면 번호

제목:

수정본도면의 배율을 변경하지 마시오.

재질:

날짜서명이름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및
디버링(Debur)

표면거칠기: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치수는 밀리미터로 표시
표면거칠기:
공차:
선형:
각도:

Q.A

제조

승인

검사

작성

벽부형 피난구 소형 완제품(정방향)

4
1
.5
±
0
.8

IFL-PC-S

IFL-PC-S

R7.0±0.2R9.0±0.2

R27.5±0.4

IFL-PC-S IFL-PC-S IFL-PC-SIFL-PC-SIFL-PC-S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iFL-EWS-S

소형 벽부형

피난구 유도등  
iFL-EWS-M-R1

중형 벽부형

IFL-PC-SIFL-PC-S

IFL-PC-SIFL-PC-S

155.6

225.6

230.9

41.5

160.9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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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제품으로 최상의 휘도 및 균일한 밝기에 따른 뛰어난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면 외에 프레임을 최소화하여 협소한 공간에 시공성이 뛰어납니다. 

   

모델명 iFL-EWS-L

형식승인번호 유18-72

형식
피난구유도등, 대형, 돌출형, 단면형

LED식, 유효점등시간 60분

사용전압 AC220 V, 60Hz

예비전원 Ni-cd 4.8V, 600mAh

소비전력 4.5 W 이하

외형크기 276.0(W) x 281.8(H) x 43.0(D)mm

외함재질 Poly Carbonate / ABS 수지

점검용  누름버튼  

스위치

예비전원 감시용 : 적색 LED

상용전원 감시용 : 녹색 LED

결선 3선식, 2선식

제품구성 정방향, 역방향

대형 피난구용 돌출형 유도등  
iFL-ECS-M

대형 돌출형

IFL-PC-M

무게:

A0

시트  OF배율:

도면 번호

제목:

수정본도면의 배율을 변경하지 마시오.

재질:

날짜서명이름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및
디버링(Debur)

표면거칠기: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치수는 밀리미터로 표시
표면거칠기:
공차:
선형:
각도:

Q.A

제조

승인

검사

작성

벽부형 피난구 소형 완제품(정방향)

4
1
.5
±
0
.8

IFL-PC-S

IFL-PC-S

R7.0±0.2R9.0±0.2

R27.5±0.4

IFL-PC-S IFL-PC-S IFL-PC-SIFL-PC-SIFL-PC-S

IFL-PC-S

IFL-PC-S

276.0

281.8

43.0

IFL-PC-M

●천장형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제품으로 최상의 휘도 및 균일한 밝기에 따른 뛰어난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설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프론트 커버를 설치 후  표시면 교체가 용의한 기구설계를 적용함   

모델명 iFL-ECD-L

형식승인번호 유18-75

형식
피난구유도등, 대형, 천정형, 양면형

LED식, 유효점등시간 60분

사용전압 AC220 V, 60Hz

예비전원 Ni-cd 4.8V, 600mAh

소비전력 6.5 W 이하

외형크기 316.0(W) x 298.3(H) x 71.6(D)mm

외함재질 Poly Carbonate  / ABS 수지

점검용  누름버튼  

스위치

예비전원 감시용 : 적색 LED

상용전원 감시용 : 녹색 LED

결선 3선식, 2선식

제품구성 정방향, 역방향

대형(양면) 피난구용 천장형   
iFL-ECD-L

대형 천정형

IFL-PC-M

천장형 완제품
(단면_정방향)

IFL-PC-M

316.0

298.3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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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천장형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제품으로 최상의 휘도 및 균일한 밝기에 따른 뛰어난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명 iFL-ECD-M-R1

형식승인번호 유18 -52

형식
피난구유도등, 중형, 천정형, 양면형

LED식, 유효점등시간 60분

사용전압 AC220 V, 60Hz

예비전원 Ni-cd 4.8V, 600mAh

소비전력 4.5 W 이하

외형크기 270.0(W) x 252.8(H) x 80.0(D)mm

외함재질 Poly Carbonate  / ABS 수지

점검용  누름버튼  

스위치

예비전원 감시용 : 적색 LED

상용전원 감시용 : 녹색 LED

결선 3선식, 2선식

제품구성 정방향, 역방향

중형(양면) 피난구용 천장형 유도등     
iFL-ECD-M-R1

중형 천정형

●천장형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제품으로 최상의 휘도 및 균일한 밝기에 따른 뛰어난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설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프론트 커버를 설치 후  표시면 교체가 용의한 기구설계를 적용함. 

   

모델명 iFL-ECS-L

형식승인번호 유18-73

형식
피난구유도등, 대형, 천정형, 단면형

LED식, 유효점등시간 60분

사용전압 AC220 V, 60Hz

예비전원 Ni-cd 4.8V, 600mAh

소비전력 4.5 W 이하

외형크기 316.0(W) x 298.3(H) x 71.6(D)mm

외함재질 Poly Carbonate / ABS 수지

점검용  누름버튼  

스위치

예비전원 감시용 : 적색 LED

상용전원 감시용 : 녹색 LED

결선 3선식, 2선식

제품구성 정방향, 역방향

대형 피난구용 천장형 유도등  
iFL-EWS-W

대형 천정형

천장형 완제품
(단면_정방향)

IFL-PC-M

천장형 완제품
(단면_정방향)

IFL-PC-M

316.0

270.0

298.3

252.8

71.6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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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형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제품으로 최상의 휘도 및 균일한 밝기에 따른 뛰어난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면 외에 프레임을 최소화하여 협소한 공간에 시공성이 뛰어납니다.   

모델명 iFL-ECS-M-R1

형식승인번호 유18-34

형식
피난구유도등, 중형, 천정형, 단면형

LED식, 유효점등시간 60분

사용전압 AC220 V, 60 Hz

예비전원 Ni-cd 4.8V, 600mAh

소비전력 2.8 W 

외형크기 270(W) x 252.8(H) x 80(D)mm

외함재질 Poly Carbonate  / ABS 수지

점검용  누름버튼  

스위치

예비전원 감시용 : 적색 LED

상용전원 감시용 : 녹색 LED

결선 3선식, 2선식

제품구성 정방향, 역방향

피난구 유도등  
iFL-ECS-M-R1

중형 천정형

IFL-PC-M IFL-PC-M

천장형 완제품
(단면_정방향)

IFL-PC-M

270

252.8

80

BESTIN Fire Guard

●천장형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제품으로 최상의 휘도 및 균일한 밝기에 따른 뛰어난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설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프론트 커버를 설치 후  표시면 교체가 용의한 기구설계를 적용함. 

   

모델명 iFL-ECD-S

형식승인번호 유18-76

형식
피난구유도등, 소형, 천정형, 양면형

LED식, 유효점등시간 60분

사용전압 AC220 V, 60Hz

예비전원 Ni-cd 4.8V, 600mAh

소비전력 2 W 이하

외형크기 201.0(W) x 179.8(H) x 71.6(D)mm

외함재질 Poly Carbonate  / ABS 수지

점검용  누름버튼  

스위치

예비전원 감시용 : 적색 LED

상용전원 감시용 : 녹색 LED

결선 3선식, 2선식

제품구성 정방향, 역방향

소형(양면) 피난구용 천장형 유도등   
iFL-ECD-S

소형 천정형

IFL-PC-M

천장형 완제품
(단면_정방향)

IFL-PC-M

201.0

179.8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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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천장형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제품으로 최상의 휘도 및 균일한 밝기에 따른 뛰어난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설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프론트 커버를 설치 후  표시면 교체가 용의한 기구설계를 적용함. 

모델명 iFL-ECS-S

형식승인번호 유18-74

형식
피난구유도등, 소형, 천정형, 단면형

LED식, 유효점등시간 60분

사용전압 AC220 V, 60Hz

예비전원 Ni-cd 4.8V, 600mAh

소비전력 1.8 W 이하

외형크기 201.0(W) x 179.8(H) x 71.6(D)mm

외함재질 Poly Carbonate / ABS 수지

점검용  누름버튼  

스위치

예비전원 감시용 : 적색 LED

상용전원 감시용 : 녹색 LED

결선 3선식, 2선식

제품구성 정방향, 역방향

소형 피난구용 천정형 유도등  
iFL-ECS-S

소형 천정형

천장형 완제품
(단면_정방향)

IFL-PC-M

201.0

179.8

71.6

●와이드형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제품으로 최상의 휘도 및 균일한 밝기에 따른 뛰어난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틀과 천정 사이가 협소한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모델명 iFL-EWS-W

형식승인번호 유18-58

형식
피난구유도등, 중형, 벽부형, 단면형 ,와이드형

LED식, 유효점등시간 60분

사용전압 AC220 V, 60 Hz

예비전원 Ni-cd 4.8V, 600mAh

소비전력 4 W 이하 (2.8 W)

외형크기 525.5(W) x 176.2(H) x 40.0(D)mm

외함재질 AL / PC / STEEL / ABS 수지

점검용  누름버튼  

스위치

예비전원 감시용 : 적색 LED

상용전원 감시용 : 녹색 LED

결선 3선식, 2선식

제품구성 정방향

무게:

A0

시트  OF배율:

도면 번호

제목:

수정본도면의 배율을 변경하지 마시오.

재질: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및
디버링(Debur)

Q.A

제조

승인

중형 와이드 완제품

IFL-PC-M

4
1
.2
±
0
.4

R2.5±0.2

85.2±0.6

142.7±1.0

상용전원 예비전원 점검스위치

R22.5±0.4

피난구 유도등  
iFL-EWS-W

와이드형 벽부형

IFL-PC-M

525.5

176.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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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부형 복도통로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복도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제품으로 최상의 휘도 및 균일한 밝기에 따른 뛰어난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면 외에 프레임을 최소화하여 협소한 공간에 시공성이 뛰어납니다.   

모델명 iFL-CWS-S-R1

형식승인번호 유18-33

형식
복도통로유도등, 소형, 벽부형, 단면형

LED식, 유효점등시간 60분

사용전압 AC220 V, 60 Hz

예비전원 Ni-cd 4.8V, 600mAh

소비전력 2.8 W 이하

외형크기 155.6(W) x 160.9(H) x 41.5(D)mm

외함재질 Poly Carbonate  / ABS 수지

점검용  누름버튼  

스위치

예비전원 감시용 : 적색 LED

상용전원 감시용 : 녹색 LED

결선 3선식, 2선식

제품구성 정방향, 역방향, 양방향

무게:

A0

시트  OF배율:

도면 번호

제목:

수정본도면의 배율을 변경하지 마시오.

재질:

날짜서명이름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및
디버링(Debur)

표면거칠기: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치수는 밀리미터로 표시
표면거칠기:
공차:
선형:
각도:

Q.A

제조

승인

검사

작성

벽부형 통로형 소형 완제품(좌방향)

4
1
.5
±
0
.8

R27.5±0.4

IFL-PC-S

BESTIN Fire Guard

복도통로 유도등  
iFL -CWS-S-R1

소형 벽부형

IFL-PC-SIFL-PC-S IFL-PC-S

●벽부형 거실통로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거실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제품으로 최상의 휘도 및 균일한 밝기에 따른 뛰어난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면 외에 프레임을 최소화하여 협소한 공간에 시공성이 뛰어납니다.   

모델명 iFL –FWS-M

형식승인번호 유18-50

형식
거실통로유도등, 중형, 벽부형, 단면형 

LED식, 유효점등시간 60분

사용전압 AC220 V, 60 Hz

예비전원 Ni-cd 4.8V, 600mAh

소비전력 4.0 W 이하 (2.8W)

외형크기 225.6(W) x 230.9(H) x 41.5(D)

외함재질 Poly Carbonate  / ABS 수지

점검용  누름버튼  

스위치

예비전원 감시용 : 적색 LED

상용전원 감시용 : 녹색 LED

결선 3선식, 2선식

제품구성 좌방향, 우방향, 양방향

무게:

A0

시트  OF배율:

도면 번호

제목:

수정본도면의 배율을 변경하지 마시오.

재질:

날짜서명이름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및
디버링(Debur)

표면거칠기: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치수는 밀리미터로 표시
표면거칠기:
공차:
선형:
각도:

Q.A

제조

승인

검사

작성

벽부형 통로형 소형 완제품(좌방향)

4
1
.5
±
0
.8

R27.5±0.4

IFL-PC-S

거실통로 유도등     
iFL –FWS-M-R1

중형 벽부형

IFL-PC-SIFL-PC-S IFL-PC-S

155.6

160.9

41.5

225.6

230.9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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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천정형 거실통로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거실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제품으로 최상의 휘도 및 균일한 밝기에 따른 뛰어난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면 외에 프레임을 최소화하여 협소한 공간에 시공성이 뛰어납니다. 

모델명 iFL-FCD-M-R1

형식승인번호 유18-35

형식
거실통로유도등, 중형, 천정형, 양면형

LED식, 유효점등시간 60분

사용전압 AC220 V, 60 Hz

예비전원 Ni-cd 4.8V, 600mAh

소비전력 5 W 이하 

외형크기 270.0(W) x 252.8(H) x 80.0(D)mm

외함재질 Poly Carbonate  / ABS 수지

점검용  누름버튼  

스위치

예비전원 감시용 : 적색 LED

상용전원 감시용 : 녹색 LED

결선 3선식, 2선식

제품구성 정방향, 역방향, 양방향

천장형 완제품
(양면_우방향)

IFL-PC-M

거실통로 유도등  
iFL-FCD-M-R1

중형 천정형 (양면)

IFL-PC-M IFL-PC-M IFL-PC-M

●천정형 거실통로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거실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제품으로 최상의 휘도 및 균일한 밝기에 따른 뛰어난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면 외에 프레임을 최소화하여 협소한 공간에 시공성이 뛰어납니다.   

모델명 iFL-FCS-M-R1

형식승인번호 유18-51

형식
거실통로유도등, 중형, 천정형, 단면형

LED식, 유효점등시간 60분

사용전압 AC220 V, 60 Hz

예비전원 Ni-cd 4.8V, 600mAh

소비전력 2.8 W 이하

외형크기 270.0(W) x 252.8(H) x 80.0(D)mm

외함재질 Poly Carbonate  / ABS 수지

점검용  누름버튼  

스위치

예비전원 감시용 : 적색 LED

상용전원 감시용 : 녹색 LED

결선 3선식, 2선식

제품구성 정방향, 역방향, 양방향

천장형 완제품
(단면_좌방향)

거실통로 유도등 
iFL–FCS-M-R1

중형 천정형 (단면)

IFL-PC-M IFL-PC-M IFL-PC-M

270

252.8

80

270

252.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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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부형 계단통로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계단에 설치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제품으로 최상의 휘도 및 균일한 밝기에 따른 뛰어난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면 외에 프레임을 최소화하여 협소한 공간에 시공성이 뛰어납니다.   

모델명 iFL-SWS-S-R1

형식승인번호 유18-32

형식
계단통로유도등, 소형, 벽부형

LED식, 유효점등시간 60분

사용전압 AC220 V, 60 Hz

예비전원 Ni-cd 4.8V, 600mAh

소비전력 4 W 이하 (2.8 W)

외형크기 155.6(W) x 160.9(H) x 41.5(D)mm

외함재질 Poly Carbonate  / ABS 수지

점검용  누름버튼  

스위치

예비전원 감시용 : 적색 LED

상용전원 감시용 : 녹색 LED

결선 3선식, 2선식

제품구성 좌하우상 , 좌상우하

무게:

A0

시트  OF배율:

도면 번호

제목:

수정본도면의 배율을 변경하지 마시오.

재질:

날짜서명이름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및
디버링(Debur)

표면거칠기: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치수는 밀리미터로 표시
표면거칠기:
공차:
선형:
각도:

Q.A

제조

승인

검사

작성

벽부형 통로형 소형 완제품(우상좌하방향)

R27.5±0.4

IFL-PC-S

계단통로 유도등  
iFL-SWS-S-R1

소형 벽부형

IFL-PC-S IFL-PC-S

BESTIN Fire Guard

155.6

160.9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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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BESTIN Fire Guard

실적 및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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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공사 기간 : 2009년 01월 ~ 2011년 10월

현장주소 :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공사규모 : 주상복합시설 / 지하6층 ~ 지상72층 

               1631세대 / 5개동

▶대구 월배 아이파크 1차    

공사 기간 : 2012년 08월 ~ 2015년 01월

현장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82

공사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2층 ~ 지상30층 

               1296세대 / 13개동 

▶수원 아이파크 시티    

공사 기간 : 2009년 08월 ~ 2020년 12월

현장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190번길 100

공사규모 : 민간도시개발사업 / 지하2층 ~ 지상15층

               6594세대 / 108개동  

▶대구 월배 아이파크 2차   

공사 기간 : 2013년 09월 ~ 2016년 06월

현장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5길 76

공사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2층-지상29층

               2134세대 / 19개동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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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

▶현대백화점 천호점 증축공사   

공사 기간 : 2014년 05월 ~ 2017년 10월

현장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05

공사규모 : 주상복합시설 / 지하5층~지상7층, 

               13층 수평증축

▶송파 아이파크    

공사 기간 : 2013년 02월 ~ 2015년 06월

현장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55

공사규모 : 오피스텔 / 지하4층~지상16층 

               1,357실 

 

▶정선리조트    

공사 기간 : 2016년 08월 ~ 2017년 10월

현장주소 : 강원도 정선군 북명면

공사규모 : 숙박시설 / 지하2층~지상12층  

               객실204실 / 연면적 31,379.㎡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공사 기간 : 2014년 07월 ~ 2016년 06월

현장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공사규모 : 물류센터 / 유통물류센터 / 연면적 2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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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해운대 아이파크 (1631세대)

●고양삼송 아이파크 1단지 (610세대)

●남양주 별내아이파크 1단지 (753세대)

●남양주 별내아이파크 2단지 (1,083세대)

●수원아이파크 시티 (1~7단지) (6108세대)

●용인성복 아이파크 (351세대)

●울산전하 아이파크 (991세대)

●춘천 장학 아이파크 (493세대)

●대전 도안 아이파크 (1,053세대)

●제주 아라 아이파크 (614세대)

●제주 노형 아이파크 (174세대)

●은평 포레스트 게이트 (814실)

●부산 명륜 아이파크 1단지 (1,409세대)

●부산 명륜 아이파크 2단지 (2,058세대)

●테헤란 아이파크 (411세대)

●DMC 파크 뷰 자이 (1,170세대)

●광주무등산 아이파크 (1410세대)

●안산 신길 아이파크 (441세대) 

●울산 문수로 아이파크 (1,085세대)

●부천약대 아이파크 (1,613세대)

●아산 용화 아이파크 (894세대)

●대구월배 아이파크 1단지 (1,296세대)

●대구월배 아이파크 2단지 (2,134세대)

●천안백석아이파크 2단지 (1,562세대)

●군산미장 아이파크 (1,078세대)

●송파 아이파크 오피스텔 (1,357실)

●고양삼송 아이파크 2단지 (1,066세대)

●울산 약사 아이파크 (689세대)

●용인 서천 아이파크 (289세대)

●위례 아이파크 1단지 (400세대)

●위례 아이파크 2단지 (495세대)

●광교 복합 의료 센터 

●경북 도청 아이파크 (489세대)

●마포아현 아이파크 (497세대)

●세종 메이져시티 (1005세대)

●천안백석 3차 아이파크 (805세대)

●창원용지 아이파크 (1036세대)

●대구 수성 아이파크 (455세대)

●부천옥길아이파크 S1블럭 (1318세대)

●거제양정아이파크 (995세대)

●현대백화점 천호점 증축공사

●수원아이파크 시티 E1,E2 주상복합 (450대)

●군산미장 아이파크 2차 (540세대)

●DMC 아이파크 2차 (1061세대)

●홍제원 아이파크 (865세대)

●송파헬리오시티 ( 2704세대)

●마포한강 아이파크 (385세대)

●평택비전 아이파크 (457세대)

●영통역 오피스텔 (666실)

●포천아이파크 1차 (498세대)

●광주 태전 아이파크 (640세대)

●광교 엘포트 (1750실)

●남양주 다산 아이파크 (467세대)

●속초 청호 아이파크 (687세대)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1802세대)

●김포 한강 아이파크 (1230대)

●김포 사우 아이파크 (1300세대)

●광교 아이파크 (958세대)

●구리 갈매 아이파크 (1196세대)

●신촌숲 아이파크 (1015세대)

●거제2차 아이파크 (1279세대)

●신길뉴타운 아이파크 (612세대)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현대 백화점 천호점 

●양지 물류 센터 

●송파 헬리오시티 (2704세대) 

●영동 아이파크캡슐 1,2단지 (2500세대) 

●평촌 더샵아이파크 (805세대) 

●청주 가경아이파크 (905세대)

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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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38

Certification



BESTIN Fire Guard  39

형식 승인서

▶형식승인 리스트

종별 종별상세 모델명 형식명 승인번호

감지기

광전식스포트형 감지기 iFD-PN2 DC 24 V, 2종, 보통형, 재용형 감16-10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iFD-DN2 DC 24 V, 2종, 보통형, 재용형, 반도체식 감16-11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iFD-FN1 DC 24 V, 1종, 70 °C, 보통형, 재용형, 반도체식 감16-40

광전식스포트형 

(아날로그) 감지기
iFD-PA

DC 24 V, 아날로그식, 보통형, 재용형, 공칭감지농도범위 (5 %/m 

~ 15 %/m)
감17-50

정온식스포트형 

(아날로그)감지기
iFD-FA

DC 24 V, 아날로그식, 보통형, 재용형, 공칭감지온도범위 (60 °C ~ 

75 °C)
감17-65

방수형 감지기 iFC-DN2/W DC 24 V, 2종, 보통형, 재용형, 반도체식 감19-10

중계기

4회로 중계기 iFC-RF4 DC 24 V, R형용, 입력 4회로, 출력 4회로 중10-40-1

2선식(아날로그) 

4회로 중계기
iFC-RT4 DC 24 V, R형용, 입력 4회로, 출력 4회로 중16-24-1

중계반 iFC-RT508 DC 24 V, R형용, 입력 50회로, 출력 508회로 중19-20

수신기

R형복합식수신기 iFC-2000
AC 220 V, DC 24 V, LCD식, 축적/비축적형겸용, 

(옥내·외소 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수18-20

R형복합식수신기 iFC-3300
AC 220 V, DC 24 V, LCD식, 축적/비축적형겸용, 아날로그 식,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수19-28

유도등

중형 피난구용 

벽부형 유도등

iFL-

EWS-M- R1

AC 220 V, DC 4.8 V, 피난구용, 중형, 벽부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18-36

중형 거실통로용 

돌출형 유도등

iFL-

FWS-M- R1

AC 220 V, DC 4.8 V, 거실통로용, 중형, 돌출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18-50

소형 계단통로용 

벽부형 유도등

iFL-

SWS-S- R1

AC 220 V, DC 4.8 V, 계단통로용, 벽부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18-32

소형 피난구용 

돌출형 유도등

iFL-

EWS-S- R1

AC 220 V, DC 4.8 V, 피난구용, 소형, 돌출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18-49

소형 복도통로용 

벽부형 유도등

iFL-

CWS-S- R1

AC 220 V, DC 4.8 V, 복도통로용, 소형, 벽부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18-33

중형 거실통로용 

천장형 유도등

iFL-

FCS-M- R1

AC 220 V, DC 4.8 V, 거실통로용, 중형, 천장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18-51

중형(양면) 거실통로용 

천장형 유도등

iFL-

FCD-M- R1

AC 220 V, DC 4.8 V, 거실통로용, 중형, 천장형, LED식, 

양면형, 유효점등시간 60분
유18-35

중형 피난구용 

천장형 유도등

iFL-

ECS-M- R1

AC 220 V, DC 4.8 V, 피난구용, 중형, 천장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18-34

중형(양면) 피난구용 

천장형 유도등

iFL-

ECD-M- R1

AC 220 V, DC 4.8 V, 피난구용, 중형, 천장형, LED식, 양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18-52

중형 피난구용 돌출형

(와이드) 유도등

iFL-

EWS-W- R1

AC 220 V, DC 4.8 V, 피난구용, 중형, 돌출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18-58

대형 피난구용 돌출형 

유도등
iFL-EWS-L

AC 220 V, DC 4.8 V, 피난구용, 대형, 돌출형, 벽부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18-72

대형 피난구용 천장형 

유도등
iFL-ECS-L

AC 220 V, DC 4.8 V, 피난구용, 대형, 천장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18-73

대형(양면) 피난구용 

천장형 유도등
iFL-ECD-L

AC 220 V, DC 4.8 V, 피난구용, 대형, 천장형, LED식, 양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18-75

소형 피난구용 천장형 

유도등
iFL-ECS-S

AC 220 V, DC 4.8 V, 피난구용, 소형, 천장형, LED식, 단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18-74

소형(양면) 피난구용 

천장형 유도등
iFL-ECD-S

AC 220 V, DC 4.8 V, 피난구용, 소형, 천장형, LED식, 양면용, 

유효점등시간 60분
유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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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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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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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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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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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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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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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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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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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고효율 인증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LED 유도등 제407호 유효기간 : 2018-10-08~2021-10-07

① 업체명(법인등록번호)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주) (110111-1775365)

② 사무소 소재지

③ 공 장 소 재 지

기 자 재 명 : LED 유도등
형         식 : 통로유도등/중형/양면
모    델    명 : iFL-FCD-M-R1
용         량 : 5W
효         율 : 소비전력[W] : 4.62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302동 2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A∼E동) E동 609호

④ 인증기자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합니다.

2018년10월08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씨티케이 CTK-2018-02936(2018-09-18)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1/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LED 유도등 제408호 유효기간 : 2018-10-08~2021-10-07

① 업체명(법인등록번호)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주) (110111-1775365)

② 사무소 소재지

③ 공 장 소 재 지

기 자 재 명 : LED 유도등
형         식 : 통로유도등/소형/단면
모    델    명 : iFL-CWS-S-R1
용         량 : 2W
효         율 : 소비전력[W] : 1.93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302동 2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A∼E동) E동 609호

④ 인증기자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합니다.

2018년10월08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씨티케이 CTK-2018-02938(2018-09-18)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1/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LED 유도등 제409호 유효기간 : 2018-10-08~2021-10-07

① 업체명(법인등록번호)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주) (110111-1775365)

② 사무소 소재지

③ 공 장 소 재 지

기 자 재 명 : LED 유도등
형         식 : 피난구유도등/중형/단면
모    델    명 : iFL-ECS-M-R1
용         량 : 4W
효         율 : 소비전력[W] : 3.03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302동 2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A∼E동) E동 609호

④ 인증기자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합니다.

2018년10월08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씨티케이 CTK-2018-02939(2018-09-18)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1/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LED 유도등 제411호 유효기간 : 2018-10-08~2021-10-07

① 업체명(법인등록번호)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주) (110111-1775365)

② 사무소 소재지

③ 공 장 소 재 지

기 자 재 명 : LED 유도등
형         식 : 피난구유도등/중형/단면
모    델    명 : iFL-EWS-M-R1
용         량 : 4W
효         율 : 소비전력[W] : 3.1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302동 2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A∼E동) E동 609호

④ 인증기자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합니다.

2018년10월08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씨티케이 CTK-2018-02935(2018-09-18)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1/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LED 유도등 제410호 유효기간 : 2018-10-08~2021-10-07

① 업체명(법인등록번호)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주) (110111-1775365)

② 사무소 소재지

③ 공 장 소 재 지

기 자 재 명 : LED 유도등
형         식 : 통로유도등/소형/단면
모    델    명 : iFL-SWS-S-R1
용         량 : 2.6W
효         율 : 소비전력[W] : 2.3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302동 2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A∼E동) E동 609호

④ 인증기자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합니다.

2018년10월08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본 인증서는 ㈜씨티케이 CTK-2018-02937(2018-09-18)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부속서류>
○ 부속서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
○ 부속서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
○ 부속서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1/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② 사무소 소재지

③ 공 장 소 재 지

④ 인증기자재

제품의 특징

1. 발광소자(LED PKG)

- 제조원 : LG Innotek

- 모델명 : LEMWS28Q80GSZ200(28개, VF : 2.9~3.2 V)

2. 휘도(cd/㎡) : 362

기 자 재 명 : LED 유도등

형 식 : 피난구유도등/중형/단면

모 델 명 : iFL-EWS-W

용 량 : DC 4.8V, 600mAh

LED 유도등 제325호 유효기간 : 2016.05.31~2019.05.30

① 업체명(법인등록번호)

2016년 5월 31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
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인증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효율2015-02377(2016.05.02)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
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302동 2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E동 609호

주식회사 아이콘트롤스 (110111-1775365)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효 율 : 소비전력 3.97 W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② 사무소 소재지

③ 공 장 소 재 지

④ 인증기자재

제품의 특징

1. 발광소자(LED PKG)

- 제조원 : LG Innotek

- 모델명 : LEMWS28Q80GSZ200(16개, VF : 2.9~3.2 V)

2. 휘도(cd/㎡) : 480

기 자 재 명 : LED 유도등

형 식 : 피난구유도등/중형/단면

모 델 명 : iFL-EWS-M

용 량 : DC 4.8V, 600mAh

LED 유도등 제323호 유효기간 : 2016.05.31~2019.05.30

① 업체명(법인등록번호)

2016년 5월 31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
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인증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효율2015-02376(R1)(2016.04.15)의 시험성적에 근
거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
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302동 2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E동 609호

주식회사 아이콘트롤스 (110111-1775365)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효 율 : 소비전력 3.1 W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② 사무소 소재지

③ 공 장 소 재 지

④ 인증기자재

제품의 특징

1. 발광소자(LED PKG)

- 제조원 : LG Innotek

- 모델명 : LEMWS28Q80GSZ200(12개, VF : 2.9~3.2 V)

2. 휘도(cd/㎡) : 756

기 자 재 명 : LED 유도등

형 식 : 통로유도등/소형/단면

모 델 명 : iFL-SWS-S

용 량 : DC 4.8V, 600mAh

LED 유도등 제321호 유효기간 : 2016.05.31~2019.05.30

① 업체명(법인등록번호)

2016년 5월 31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
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인증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효율2015-02372(2016.05.03)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
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302동 2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E동 609호

주식회사 아이콘트롤스 (110111-1775365)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효 율 : 소비전력 2.0 W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② 사무소 소재지

③ 공 장 소 재 지

④ 인증기자재

제품의 특징

1. 발광소자(LED PKG)

- 제조원 : LG Innotek

- 모델명 : LEMWS28Q80GSZ200(32개, VF : 2.9~3.2 V)

2. 휘도(cd/㎡) : 694

기 자 재 명 : LED 유도등

형 식 : 통로유도등/중형/양면형

모 델 명 : iFL-FCD-M

용 량 : DC 4.8V, 600mAh

LED 유도등 제328호 유효기간 : 2016.05.31~2019.05.30

① 업체명(법인등록번호)

2016년 5월 31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
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인증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효율2015-02375(R1)(2016.04.15)의 시험성적에 근
거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
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302동 2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E동 609호

주식회사 아이콘트롤스 (110111-1775365)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효 율 : 소비전력 4.9 W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② 사무소 소재지

③ 공 장 소 재 지

④ 인증기자재

제품의 특징

1. 발광소자(LED PKG)

- 제조원 : LG Innotek

- 모델명 : LEMWS28Q80GSZ200(12개, VF : 2.9~3.2 V)

2. 휘도(cd/㎡) : 561

기 자 재 명 : LED 유도등

형 식 : 피난구유도등/소형/단면

모 델 명 : iFL-EWS-S

용 량 : DC 4.8V, 600mAh

LED 유도등 제320호 유효기간 : 2016.05.31~2019.05.30

① 업체명(법인등록번호)

2016년 5월 31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
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인증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효율2015-02378(2016.05.04)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
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302동 2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E동 609호

주식회사 아이콘트롤스 (110111-1775365)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효 율 : 소비전력 1.9 W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② 사무소 소재지

③ 공 장 소 재 지

④ 인증기자재

제품의 특징

1. 발광소자(LED PKG)

- 제조원 : LG Innotek

- 모델명 : LEMWS28Q80GSZ200(16개, VF : 2.9~3.2 V)

2. 휘도(cd/㎡) : 614

기 자 재 명 : LED 유도등

형 식 : 통로유도등/중형/단면

모 델 명 : iFL-FCS-M

용 량 : DC 4.8V, 600mAh

LED 유도등 제327호 유효기간 : 2016.05.31~2019.05.30

① 업체명(법인등록번호)

2016년 5월 31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
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인증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효율2015-02373(R1)(2016.04.15)의 시험성적에 근
거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
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302동 2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E동 609호

주식회사 아이콘트롤스 (110111-1775365)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효 율 : 소비전력 2.9 W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② 사무소 소재지

③ 공 장 소 재 지

④ 인증기자재

제품의 특징

1. 발광소자(LED PKG)

- 제조원 : LG Innotek

- 모델명 : LEMWS28Q80GSZ200(12개, VF : 2.9~3.2 V)

2. 휘도(cd/㎡) : 926

기 자 재 명 : LED 유도등

형 식 : 통로유도등/소형/단면

모 델 명 : iFL-CWS-S

용 량 : DC 4.8V, 600mAh

LED 유도등 제322호 유효기간 : 2016.05.31~2019.05.30

① 업체명(법인등록번호)

2016년 5월 31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
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인증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효율2015-02370(2016.05.02)의 시험성적에 근거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
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302동 2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E동 609호

주식회사 아이콘트롤스 (110111-1775365)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효 율 : 소비전력 2.2 W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② 사무소 소재지

③ 공 장 소 재 지

④ 인증기자재

제품의 특징

1. 발광소자(LED PKG)

- 제조원 : LG Innotek

- 모델명 : LEMWS28Q80GSZ200(16개, VF : 2.9~3.2 V)

2. 휘도(cd/㎡) : 395

기 자 재 명 : LED 유도등

형 식 : 피난구유도등/중형/단면

모 델 명 : iFL-ECS-M

용 량 : DC 4.8V, 600mAh

LED 유도등 제324호 유효기간 : 2016.05.31~2019.05.30

① 업체명(법인등록번호)

2016년 5월 31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
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인증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효율2015-02371(R1)(2016.04.15)의 시험성적에 근
거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
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302동 2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E동 609호

주식회사 아이콘트롤스 (110111-1775365)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효 율 : 소비전력 3.0 W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② 사무소 소재지

③ 공 장 소 재 지

④ 인증기자재

제품의 특징

1. 발광소자(LED PKG)

- 제조원 : LG Innotek

- 모델명 : LEMWS28Q80GSZ200(16개, VF : 2.9~3.2 V)

2. 휘도(cd/㎡) : 702

기 자 재 명 : LED 유도등

형 식 : 통로유도등/중형/단면

모 델 명 : iFL-FWS-M

용 량 : DC 4.8V, 600mAh

LED 유도등 제326호 유효기간 : 2016.05.31~2019.05.30

① 업체명(법인등록번호)

2016년 5월 31일

비고 :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
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인증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효율2015-02374(R1)(2016.04.15)의 시험성적에 근
거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
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302동 2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E동 609호

주식회사 아이콘트롤스 (110111-1775365)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효 율 : 소비전력 3.2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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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형 수신기 Local Device 에서 수신기까지 전선을 이용하여 입선하는 방식, 주로 소형 건축물 사용.

R형 수신기 Local Device 에서 수신기까지 통신선을 이용하여 중계반, 중계기를 통해서 입선 방식, 주로 대형 건축물 사용.

Local Device
발신기, 제연댐퍼, 방화셔터, 자동폐쇄장치 등이 해당되며 건축물의 개별 장치,

화재발생시 수신기와 연동되어 개별 장치의 작동,정지를 가능하게 한다.

네트워크 각각의 수신기를 통신선을 이용하여 상호간 감시,제어를 가능하게 연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의 작동신호를 수신기로 전송하는 장치.

중계기(입력)
화재 발생시 감지기,발신기의 화재신호를 수신기로 전달, 개별장치의 작동시 확인접점을 받게함. 발신기,감지기,

제연댐퍼확인 등이 해당됨 

중계기(출력) 화재 신호를 전달하여 개별장치의 작동을 가능하게 함. 경종,전자사이렌,시각경보기 등이 해당됨

중계반 수신기 – 중계기 사이의 거리가 1.Km 이상시 사용되는 장치.원활한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장치

전원반 Local Device의 전원공급장치로써 DC24V를 공급 

Work Station
R형 수신기의 정보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수신기내의 터치스크린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기 조작을 

도와주는 장치.

통신선(신호선) R형수신기,중계기,중계반 상호간의 연결하게 하는 전선으로 FR-CVV-SB CABLE, AWG 18 등을 사용함.

루프(LOOP) 중계기, 감지기의 그룹을 의미, 1Pair 표기함

비 화재보 감지기의 오동작으로써 구획실내 화재가 아닌경우에도 화재로 감지기가 작동하는 것을 의미함

축적기능
감지기의 비 화재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 10~60초 동안 상황을 유지하여 화재인지 비화재보인지 

확인 가능하게 하는 기능

자동폐쇄장치 화재발생시 작동하는 장치로써 방화문 및 창문형 등이 있음. 

▶용어정리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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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인증대상표

▶형식승인

소방용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중요한 기기로서 개개제품의 품질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검정

전문기관인 우리 기술원에 책임검정을 위탁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

는 소방용품은 우리 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다음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 또는 사용하여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모델

을 결정하는 검사로서 신청된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이 형식승인기준(소방방재청 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형식시험과 신청자가 보유한 시험시설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시설심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

고 형식을 승인합니다.

구분 형식승인 품목 성능인증 품목 KFI인정 품목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기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고시)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고시)
KFI인정등에 관한 규칙

검정용어 형식승인 후 제품검사
성능시험후 견품시험 및 사전 

제품검사
견품시험후 제품검사

제품확인
형식승인번호 부여 및 

합격표시 부착
합격표시 부착 합격표시 부착

합격표시 도안방법-소방용품의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표19

분류 대상기기

소화기류

소화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장치,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소화약제, 

가스관선택밸브

경보기류 유도등, 비상조명등,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경종

기계류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 지지대포함), 유수제어밸브, 스프링쿨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소방호스, 관창, 송수구, 공기호흡기(충전기포함), 소화전

방염류 방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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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승인

제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시험으로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여 성능인증을 합니다.성능인증 대상품목

이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용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성능시

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FI인증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구조ㆍ구급 등에 사용되는 제품 중 소방법령에서 정하여진 소방

용품 이외의 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Appendix

분류 대상기기

소화기류 지사압력계,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경보기류
축광표지(유도, 위치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탐지부, 비상경보설비의축전지, 

자동화재속보설비속보기, 소방용전선(내화 및 내열), 시각경보기, 피난유도선

기계류

소화전함, 스프링쿨러설비신축배관, 공기안전매트,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 릴리프, 푸트), 소방용스트레이너, 

소방용압력스위치,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소화설비용페드(물부문, 분말, 포, 살수), 방수구, 소방용흡수관, 

분기배관,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자동차압, 과압조절형댐퍼, 자동폐쇄장치,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다수인 

피난장비, 캐비넷형간이스프링쿨러설비, 승각식피난기, 미분무헤드, 압축공기포헤드, 압축공기포혼합장치

방염류 방염제품, 방열복

분류 대상기기

소화기류 차량용소화기 고정장치, 소공간용소화용구

경보기류

가스계소화설비용수동식기동장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무선페이징시스템, 아크경보기, 

소방자동차경광등, 소방자동차 차체작업등, 소방자동차 전기모터사이렌, 휴대용제논탐조등, LED연기투시랜턴, 

영상음향차단장치

기계류

소방용헬멧, 방수총, 소화설비 배관이음쇠, 피난밧줄, 미끄럼대, 소방용행가, 인명구조매트, 

구조동작소방자동차, 구급소방자동차, 배연소방자동차, 조연소방자동차, 소방용 구조헬멧,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소방첨프자동차, 물탱크소방자동차, 화학소장자동차, 고가사다리, 소방자동차, 굴절사다리(탑)

소방자동차, 무인방수탑소방자동차, 소방자동차용소방펌픔, 이동용소방펌프, 결합금속구, 소방용감압밸브, 

소방용수격흡수기, 미분무건, 미분무소화설비 설계도서 검증

방염류
소방용방화복, 소방용안전화, 소방용안전장갑, 실내장식물의불연·준불연재료, 화재대피용자급식호흡기구, 

소방용방화두건, 소망용특수방화복, 바닥마감재, 소방용방화복세탁기, 소방용화학화재진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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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5(전자파 내성시험)

▶수신기검증기준

전자파장사 내성시험

주파수범위 : 80MHz~1000MHz (수평, 수직)

진폭변조 :  80% AM (1KHz)

전계강도 : 10V/m

시험방법은 IEC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전자파전도 내성시험(AC전원, 통신선로)

주파수범위 : 150MHz~1000MHz 

진폭변조 :  80% AM (1KHz)

전계강도 : 140dB㎶ (10V)

시험방법은 IEC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인가전압 

- 접촉방전 : 2, 4, 6kV

- 기중방전 : 2, 4, 6kV

인기부위

-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종기 중에서 방전

극성 : +, -

시험지속시간 : 1분

시험방법은 IEC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서어지 내성시험

인가전압 

- AC 전원선간 : 0.5, 1kV

- AC 전원선과 접지간 : 0.5, 2kV

- 기타 전원선/신호선과 접지간 : 0.5, 1kV

극성 : +, -

전압인가 회수

- AC 주전원선 : 20회

- 기타 저원선/신호선 ; 5회

시험방법은 IEC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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