独立型火災警報器をあなたの家に設置してください。

가정에 독립형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십시오

アラーム
알람

検知
감지

火災を検知して命を救う
화재를 감지하여 생명을
구합니다

2. アラーム警報
경고 경보

3. 適切な避難
신속히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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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火災検知
화재 감지

独立型火災警報器
の概要
독립형 화재 감지기
소개

問い合わせ 문의
弊社の消防設備設置部門へのご連絡は、27331567に電話、またはsfd@hkfsd.gov.hkまでメール
を送信してください。
소방기기 설치 전담반에 2733156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sfd@hkfsd.gov.hk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詳細については、以下のFSD Webサイトをご覧ください: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FSD(소방서)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hkfsd.gov.hk/eng/fire_protection/sfd/

香港消防署
홍콩 소방서

独立型火災警報器の詳細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独立型火災警報器は世界中
で人気があり、市民の生命
および財産を保護するため
の有効な手段として認めら
れています。

독립형 화재 감지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火の広がる速度はあなたが想像する速度をはるかに超えます!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화재 확산 속도!
4分後の火の広がり
4분 만에 화재 확산

火災検知

화재 감지

警報音

煙または熱を検知します。居住者
ができるだけ早く避難できるよう
にアラームで警報します。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고 경고
경보를 울려 가능한 한 빨리
대피하도록 거주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가청 알람

警報発生器は、携帯電話の呼び
出し音より大きい、80 dB(A)以
上の音圧出力を発生します。

휴대폰 벨 소리보다 더 큰, 최소
80dB(A) 이상의 음압 출력을
가진 경보 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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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화재 감지기

主な機能
주요 특징

バッテリー式

배터리로 작동

メンテナンスが容易 간편한 유지 관리

交換可能なバッテリーは少なくとも一
年持ちます。交換できないリチウム密
封型バッテリーは少なくとも10年使用
することができます。
교체형 배터리는 최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체 불가능한 리튬
밀폐형 배터리는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各検知器には状態確認のためのテ
ストボタンが装置の正面に配置さ
れています。
모든 감지기에는 상태 확인을 위한
테스트 버튼이 장치 전면에
있습니다.

独立型火災警報器の規格
독립형 화재 감지기 표준
独立型火災警報器のテクノロジーは、品質および信頼性を保証するため、以下
の様々な国際/国内規格に十分準拠するように開発されています。
독립형 화재 감지기 기술은 그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국가 표준에 맞춰 발전했습니다.

✓

現代の住宅環境では合成物質またはプラスチック製品を使用するため火の広がりが速くなります。
합성 물질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현대의 가정환경으로 인해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ビル火災時の安全確保の強化
건물 화재 안전 강화
「効果的な独立型火災警報器を設置した家では、構造火災で死亡するリスク
が55%低下します。」
2021年2月の国内防火協会の報告に基づく

“효과적인 독립형 화재 감지기가 설치된 가정에서는 주택 화재로 사망할
위험이 55% 낮습니다”
2021년 2월에 발표된 전국소방 방재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ISO 12239

GB 20517

BS EN 14604

UL 217

AS 3786

以下のような認証スタンプ付き独立型火災警報器を選択する必要があります。
예를 들어, 인증 스탬프가 있는 독립형 화재 감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製品認証機関が一覧および公表する独立型火災警報器は、それらが関連規格に対してテストされ
確認済みであることを意味します。詳細については、「独立型火災警報器の購入、設置およびメ
ンテナンス(Stand-alone Fire Detector General Guidelines on Purchas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を参照してください。
제품 인증 기관에 등록 및 게시된 독립형 화재 감지기는 관련 표준에 따라 테스트 및
검증을 거쳤음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독립형 화재 감지기 구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일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