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덕수산업
DUKSOO INDUSTRY

임시소방시설
간이소화장치 / IOT 비상경보설비

Fire extinguishing & Emergency alarm device

SMART FIREFIGHTING FACILITY 



OPTION

명칭

모델명

수조용량

재질

크기

성능

용도용도

주요구성품

간이소화장치

DS-i00a-1

약 1,400L

SUS304

780 x 1420 x 1807 (가로 x 세로 x 높이)

0.1Mpa / 65L/min / 20분이상 / 이동가능

건설 현장 건설 현장 

펌프, 물탱크, 동파방지, 발신기, 경종, 경보기, 일반호스 15m x 2ea

기본에 충실한  이동식 간이소화장치 _ 기본형

A1 TYPE

2019 소방 방재기술산업전 참가

8.21~23 양재동 AT센터



A2 TYPE
명칭

모델명

수조용량

재질

크기

성능

용도용도

주요구성품

간이소화장치

DS-i00a-2

약 1,400L

SUS304

780 x 1420 x 1807 (가로 x 세로 x 높이)

0.1Mpa / 65L/min / 20분이상 / 이동가능

건설 현장 건설 현장 

펌프, 물탱크, 동파방지, 발신기, 경종, 경보기, 호스릴 25m

제품이미지는 이미지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스펙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OPTION

신속한 화재진압 및 경보상황 전파를 위한 이동식 간이소화장치 _ I.O.T

사용환경에 맞게
현장에 맞는 비상경보장치와 

호스선택이 가능합니다.



내약품성, 내열성이 뛰어난 SUS304

스텐리스강을 사용하여, 가벼운 무게와 

더불어 내/외부 부식방지에 탁월합니다.

전면 780x718mm 대형 폴리카보네이트

적용으로 강한 내구성 및 비상시 신속한

내부확인이 가능하며, 좌/우 슬라이딩 및 

전면 PULL OPEN이 가능합니다.

수조 내부 히터봉 및 펌프 토출배관 열선

적용으로 겨울철 원할한 작동이 가능하며,

내장 된 디지털 온도조절기로 원하는 

온도설정이 가능합니다.

Excellent durability Excellent visibilityExcellent stability

SUS304 적용 동파방지 폴리카보네이트



최고의 빌드 퀄리티를 약속합니다.

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우레탄 캐스터는

4조 모두 회전브레이크를 기본 장착하여

손쉬운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합니다.

상단부 이동형 고리를 적용하여,

이동이 불가한 현장에 크레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외부용 도료를 이용한 분체도장은

제품의 외관을 돋보이게 할 뿐 아니라,

외부 부식방지가 탁월하며, 장시간 외부

노출시에도 색 바램 현상이 없습니다.

Excellent mobilityExcellent mobility Excellent durability

중량 캐스터 이동형 고리 외부용 분체도장

덕수산업은 AMADA사의 최신 파이버 레이저 머신을 도입하여,

높은 수준의 작업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철저한 품질검증으로 

완벽한 제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품질 경쟁력으로 고객사에 보답하겠습니다.



Group notification function

긴급알람 발생시 설치 구역의 그룹 동시 알림기능이 가능하며,

디스플레이상 화재 구역 알림기능.

건설 현장, 모델 하우스, 병원, 고시원, 노후건물 등에 별도의 통신공사 없이 효율적으로 비상경보벨 환경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Pc notification function

긴급알람 발생시 관제센터 전용 PC로 알림기능.

Mobile notification function

긴급알람 발생시 비상등록된 연락처로 SMS 문자알림 기능.

세상의 변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나로 모든게 가능한 세상.

이제 화재경보도 IOT 비상경보 시스템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102동 2층 A구역 긴급알람

102동 2층 A구역 

긴급알람

Product specification

무선 900 MHz ISM 대역 사용. < Hopping 방식 통신 >

6개 그룹별 통신구성 각그룹별 최대 200대 단말 적용.

100 dB 비상 사이렌 및 경광등 적용.

사고 위치 표시를 위한 디스플레이

DWEB-100P 고용량 배터리를 적용하여 약 48시간 사용가능

G/W S/W (옵션)

관리자PC, SMS 알람전송기능 (옵션)관리자PC, SMS 알람전송기능 (옵션)

화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바로 알수있다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층별 신호확산이 가능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비상버튼을 누를수 있으며,

구역별 Dead Zone이 발생하지 않아, 초기 화재대응이 가능한 곳.

Dead Zone : 통신 신호 및 소방용수가 닿지 않는 곳

기준 : 지하공간 가로 100m, 세로 100m기준
설치 : 3~40m 간격으로 총 14~16개 설치

지하공간 위험 작업자는 이동형 휴대 및 거치가능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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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MHz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추가 통신공사가 필요없으며, 

장애물로 인한 무선신호가 약할경우 다른 비상경보장치로 

중계시켜, 무선 주파수의 신호강도를 개선하여 원할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I.O.T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비상경보장치와 

외부 통신망의 유기적인 통신환경이  구축됩니다.

GATEWAY

본사

지사

INTERNET OF THINGS

구역내 모든 비상경보장치는 하나의 연결고리 처럼

Hopping 방식으로 통신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화재구역 알림은 물론 경고등 및 비상벨이 동시 작동합니다.

G/W 설치시 비상경보장치 작동 즉시, 관제 PC로 화재알림을

전송하며, 다양한 외부 접속망 ( UTP / WIFI / LTE )을 통하여, 

화재알림을 전송합니다.112/119 긴급연락망 및 

등록된 비상연락처로 SMS 알림이 가능합니다. ( 옵션 )



SIGNAL

EXPANDER
Hopping 
Frequency
장애물로 인한 무선 신호 장애 및 

동일 채널을 사용하는 기타기기의 주파수 간섭현상을 피하기 위해 

Data 통신시 혼잡이 심한 경우 다른 비상경보장치로 중계시켜,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통신 환경이 구축됩니다.

Hopping 통신 



각층별  비상벨이 무선 Hopping 방식으로 통신하여, 

그룹 동시 작동 및 비상 상황이 발생한 위치를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집니다.”SMART SAFE“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 무선 Hopping 중계를 이용한 비상 알림 솔루션 (6그룹 200개/1,200ea)

▷ 건설현장 모든 공간에 시각적(비상위치 디스플레이), 청각적 비상 알림 (100db이상)

▷ 통신공사가 필요 없이 바로 비상 경보 시스템 구축

▷ 배터리 내장으로 어떠한 위치에서도 거치하여 사용 (풀 충전 시 약 48시간)

▷ 건설현장, 공장 등 대규모 공간에 설치하여 위험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알림으로 인사사고를 방지 

▷ 근로자는 신속히 대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관리자는 신속히 통제 및 신고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모든 층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의 화면에 위험 위치가 나타나며, 100db 사이렌과 경광등이 동작하여

 각 층마다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제 2공구 납품완료

THE FUTURE IS HERE
이제 덕수산업이 함께합니다.

Fire Fighting Equipment Manufacturer

설치 3년도 안 된 수조엔 녹물도 ‘가득’ 불법 시공에… 녹 슨 간이스프링클러설비들 2016.9 소방신문

"경보기·스프링클러 미작동"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 위법사항 7건 적발 2018.10. 경인일보

발전소ㆍ저유소에 불량 소화설비 판매…업체대표 구속 2019.2 연합뉴스

‘소방청도 속았다’…불량 소화장비 전국 납품 2019.4 KBS

대형 공사장 가연물 두고 소화기 없이 용접공사 '강행' 2019.4 YTN

경기도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 업체 41곳 적발 2019.7 전기신문

거듭되는 “안전불감증” 왜 소방시설 마저 안전하지 않을까요?안전은 그 어떤 것 과도 바꿀수 없습니다.

덕수산업은

가장 기본부터 시작했습니다.

“더 간편하게 더 안전하게”

누군가는 기본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덕수산업은 안전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피드백을 반영하여,실제 현장에서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 간편하고 더 안전하게 ”

그리고 정직하게 제작하였습니다.

Product introduction
2019 NEW

Do not
compromise

with safety.



설치 3년도 안 된 수조엔 녹물도 ‘가득’ 불법 시공에… 녹 슨 간이스프링클러설비들 2016.9 소방신문

"경보기·스프링클러 미작동"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 위법사항 7건 적발 2018.10. 경인일보

발전소ㆍ저유소에 불량 소화설비 판매…업체대표 구속 2019.2 연합뉴스

‘소방청도 속았다’…불량 소화장비 전국 납품 2019.4 KBS

대형 공사장 가연물 두고 소화기 없이 용접공사 '강행' 2019.4 YTN

경기도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 업체 41곳 적발 2019.7 전기신문

무상보증서비스 1년

빠르고 정확한 최고수준의 보증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시간 : 월 ~ 금 09-18시 / TEL : 031-376-8503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7길 98-7

WWW.DUKSOO.CO.KR

겨울철 동파로 인한 제품 고장시, 무상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유상서비스기준 - 천재지변으로 인한 제품손실 및 기타 사용상 부주의는 무상 보증에서 제외되며, 무상 보증기간 만료 후  별도의 출장비와 부품비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유선상 증상 확인 

> 초기 부품 불량의 경우

택배 당일 발송 원칙

> 제품 원인 증상 해결

> 고객사 진단 보고

> 1차 유선상 미해결시

전국 출장 방문서비스 

( 예약상황에 따라 3~7일 소요 )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은 소방차 1대의 효과와 같습니다.



w w w .duksoo.co.kr

BEST VALUE
“기술에 안전을 더하다”

Adding safety to technology

제품 A/S 안내

보증기간내 제품 이상 발생시 구입일로부터 1년간 무상보증이 가능하며,  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제품손실 및 사용상 부주의는 무상보증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7길 98-7

TEL : 031-376-8503  FAX : 031-378-8503

www.duks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