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duct Specification
제품 정보 무빙 공기호흡기 물품 분류/식별번호 12341234 - 12341234

품명 공기호흡기 (45/60분용) SCA 680WN / 790WN
모델명 SCA 680WN / 790WN

용도 화재진압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소결핍, 유독가스로부터 보호되는 
호흡장비로서 약 45분 / 60분의 사용시간을 가진 다기능의 공기호흡기

옵션 보조마스크 (피구조자용 반면형 마스크), 예비용기 (45분용, 60분용)

인증 정보
제조사 정보

■ KFI □ KCs □ GMP □ CE인증 □ FILK
제조사 ㈜한컴라이프케어□ KFAC □ KS □ 식약처 □ KR(한국선급) □ 기타 (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1960번길 53구성/비고
연락처 031-5183-9000 (대표)

Ÿ 구성 면체,등지게,예비용기,면체가방
Ÿ 비고 9v 건전지 사용 홈페이지 www.hancomlifecare.com

필요 조건 및 제원

Ÿ 공급밸브에는 비상 시 별도의 공기관로를 통하여 용기 내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BY PASS 장치가 있을 것.
Ÿ 안면부를 벗었을 경우에 용기밸브를 잠그지 않고도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을 것
Ÿ 등지게는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도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무빙(Moving)구조로서 공기용기의 하중을 분산시켜 편리한 착용감을 

유지시키는 구조이며, 중압 및 고압호스의 외부노출을 최소화 시킨 구조일 것.
Ÿ 등지게 허리밸트 버클은 30㎫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One-Touch 방식으로 결합과 분해가 용이할 것.
Ÿ 등지게는 어두운 곳에서도 공기호흡기 착용자의 위치식별 및 피구조자의 유도 표시용 점멸장치가 부착되어 용기밸브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

이며, 용기 내 압력이 경보신호(약 75Bar)시 녹색점멸등이 적색으로 전환되어 작업자 간 압력부족상태를 동료대원들도 확인하기 용이한 구조일 것.
Ÿ 용기에는 압력계가 내장된 고강도 알루미늄합금 재질의 용기밸브가 부착되어 용기밸브를 열지 않고도 항상 잔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Ÿ 사용시간 45분, 사용압력(FP) 약 300bar, 시험압력(TP) 약 500bar로서 총중량은 9kg 이하일 것.
Ÿ 경보기는 용기 내 잔압이 약 10Bar 될 때까지 경보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Ÿ 현재 사용중인 공기호흡기와 동일한 형식승인번호(동일규격의 형식변경 전 형식승인번호 포함)로 상호연결 및 호환 사용이 가능할 것.
Ÿ 용기 및 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 및 DOT 또는 CE 검사품(밸브제외)일 것.
Ÿ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품일 것.
Ÿ 용기의 형식승인번호와 동일한 형식승인번호(동일규격의 형식변경 전 형식승인번호 포함) 제품을 꼭 사용해야 함.
Ÿ 사용시간별 제품사양

구분 SCA680WN SCA790WN

사용시간 약 45분 약 60분

총 중량
(보조마스크, 공기제외) 9kg이하 11kg이하

용
기

내용적 약 6.8ℓ 약 9.0ℓ

사용압력(FP) 약 300bar 약 310bar

시험압력(TP) 약 500bar 약 517bar

관련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미국 D.O.T 검사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