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AME DETECTOR 
Instruction Manual 

스마트CAM SERIES FLAME DETECTOR 
( IR3 , UV/IR ) 

 Ex d ⅡC T6 IP67 / Ex tD T85℃ IP67 

㈜도요테크놀러지 
DOYO Technology Co.,Ltd. 



※ 본 사용설명서는 방폭구조 전기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 되었습니

다. 

   제품의 부적절한 설치,운전,폭발, 감전등의 피해 및 사고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으시고 충분히 이해하여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 및 취급하여 주십시

오. 

   읽고 난 후에는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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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방폭지역(인화성, 폭발성가스, 분진)에는 방폭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
하십시오. 
 
비방폭제품 사용은 폭발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경고 : 통전 중에는 개방을 금지한다. 

(DO NOT OPEN WHEN ENERGIZED) 
 
(DO NOT OPEN WHEN AN EXPLOSIVE ATMOSHERE MAY BE 
PRESENT) 

㈜도요테크놀러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9 

TEL. 02-582-2067 FAX. 02-525-2067 



1. 제품명 및 모델명(명명법) 

예) DYFD – 1 A 1 V5 ( 내압, 분진 방폭 IR3 카메라 타입) 

DYFD - × × × V5  

1: Camera Type 
2: Normal 

A: IR3 Type 
B: UV/IR Type 

1: Ex D ⅡC T6 IP67 
2: Ex tD A21 IP67 T85℃ 

2. 제품명 소개 

㈜도요테크놀러지의 DYFD-×××V5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및 

방호장치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4호, 2016.12.16.)일반사항 및 내압 

및 분진 방폭 구조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 제품설명 

화재 또는 화염 발생 시 적외선 센서 및 자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을 통해 비화재보 (태양광, 할로겐, 용접 등) 요인들을 배제한 신뢰성 높은 

화재 신호를 송출하는 불꽃감지기로 석유·화학공장 등의 위험장소 1종 지역 및 

2종 지역으로 분류되는 폭발성 가스 및 분진 환경에서 사용 하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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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사양 

- 정격 : 24VDC ±20% 

- 사이즈 : 직경 124mm, 길이 98 

- Cable Ex d ⅡC T6 

- 용기 보호등급 : Ex D ⅡC T6 IP67, Ex tD A21 IP67 T85℃ 

- 사용 주위온도 (Tamb) : -20℃≤Ta≤+70℃ 

- Cable Gland : 반드시 내압, 분진 방폭형 인증을 사용 할 것. 

- 설치기준 : KS C IEC 60079-14 

4. 재질 사양 

1) 용기 

- Al-alloy, AL-6061 

- Mg 함량 < 7.5% 

2) 투광부 

- 사파이어 글라스 : 보호가드에 의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 

- 사이즈 : Φ51, 두께 : 2.0T 

3) 볼트 

- 육각렌치볼트, M6 (P:1mm) 

- 항보강도 : 576 N/㎟ 

4) Epoxy 

- 모델명 : STYCAST 2651-04FR + Catalyst 9 (100:9) 

- COT : -40℃~+130℃ 

5) O-ring 

- silicone ruber 

- COT : -40℃~+120℃ 

DYFD-× × × V5 SERIES FLAME DETECTOR 
( IR3 , UV/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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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자(서비스 신청) 

제조사 : ㈜도요테크놀러지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9 3층(서초동,도요빌딩) 

TEL : 02-582-2067 

FAX : 02-525-2067 

6. 설치 

□ 설치 전 확인 사항 

    - 제품에 설치 전, 구성품이 완전히 조립된 상태인지 확인 합니다. 

    - Cover에 설치된 O-ring은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 제품 설치시 전기 충격 위험을 제거하기위해 반드시 접지 합니다. 

      본 기기는 기기내부와 기기 외부의 접지 모두 제공합니다. 

      절연선은 최소 4㎟이상이 접속 가능하고, 부식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  

      또한 이탈방지를 위해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 고정 합니다. 

    - 케이블 인입부에 쓰이는 Cable gland는 반드시 내압방폭형 인증품을    

       사용합니다. 

 

□ 조립 

   본 제품은 내압 방폭구조 제품으로써 출하 시 완전 조립된 형태로 납품되어  

   지며 사용자의 별도 조립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현장 내 시공자 또는 사용자의 내부 케이블 접속작업 및 접지 접속작업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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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사항 

경고     함부로 분해, 수리, 개조를 하지 마십시오. 

           분해시 제품 구조상 심각한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 할 때에는 A/S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해머 등으로 제품을 타격을 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타격 등 외력을 가하여 파손된 경우 사용중에 

연결부의 

           이탈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케이블 그랜드 조립 시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힘을 가할 경우 부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는 제품을 열지 마십시오. 

           (임의 수리 및 분해 제품은 소방법 적용이 무효 리됩니다.) 

DYFD-× × × V5 SERIES FLAME DETECTOR 
( IR3 , UV/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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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지관리 

- 본 제품은 위험 지역에 설치되므로 관리 책임자 또는 유자격자가 정기적 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 관리하십시오. 

 

- 관리책임자는 전기안전점검수칙을 계획 및 수립하고 전기안전 점검표에따라 

점검하십시오. 

 

- 감지기는 가능한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지기 감시창은 주기적으로 

청소 

    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을 위한 청소와 유지관리 외에도 6개월에 한번씩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설치, 점검, 유지 등을 위하여 기기를 열어야 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기기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전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의    유지관리 시 조립, 분해 과정 중 고정 볼트 및 부품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링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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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조자의 책임한계 

-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임의로 조정 사용 시 

본사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기기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4호 (일반사항 및 내압 방폭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 본 기기에 요구되어지는 확인시험에 합격하고, 인증기관에 제출된  

    사양과 일치합니다. 

10. 확인시험 

번호 구 분 내 용 

1 강도 시험 

 - 시험압력 : 기준압 x 1.5 

 - 가압시간 : 60초 

 - 시험회수 : 1회 

 - 접합부의 영구적 변형 없을 것. 

   용기의 파손 없을 것. 

DYFD-× × × V5 SERIES FLAME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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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상.하.좌.우 조정용 볼트를 살짝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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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조절용 볼트 

좌우 조절용 볼트 

11. 불꽃감지기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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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지기의 몸체를 상.하.좌.우로 돌려가며 브라켓 고정용 볼트를 이용하여 4개의 볼트를 단단히 

    고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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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지기의 몸체를 설계기준에 의거 현장 조건에 맞는 설치 각도로 설정 조정한 후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상.하.좌.우 조정용 볼트를 단단히 조여 설치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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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 보수 

4-1. 표준 유지 보수 

불꽃감지기는 전면에 있는 감시창은 일반 유리가 아닌 특수 재질의 감시창 입니다. 

자외선, 적외선의 투과 율이 좋아야 불꽃감지기의 최고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세척을 하여 이물질을 제거 해 주어야 합니다. 

 

① 투과 창(윈도우) 세척에 대한 설명 

    전면의 창은 특수 재질의 투과 창 이므로 알코올이나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어야 한다. 

    지문이나 기름 성분의 이물질이 묻게 되면 성능의 저하가 발생 할 수 있다. 

 

② 센서 수명에 관한 설명 

    감지기의 센서는 반 영구적인 부품이 아닌 소모품으로 분류 된다. 

    센서의 수명은 사용 회 수에 따라 비례하는데 대략적으로 1년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지기 정상 작동 체크에 관한 설명 

    원칙적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방법을 적용 하여 테스트를 하는것 

    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조건에 따라 테스트가 불가 할 경우 본사와 협의 후 테스트 방법 

    을 지원 받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④ 감지기의 보관 방법 

    습하지 않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하여야 한다. 

    보관상 제품 하자 시에는 무상 서비스가 되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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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 해결 방법 

5-1. 상태 점검 및 조치 사항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후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언급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의 경우 본사에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점 발생원인 해결방법 

녹색 LED가 점등되지 
않는다. 

감지기 전원 케이블 
접촉 및 단선 체크 

전원의 연결 상태를 
점검 한 후 본사 연락 

비 화재보가 방생이 
된 경우 

(화재 적색 LED점등 시) 

주변에 화재 대역 대와 
흡사한 파장이 존재 하

고 
있을 확률이 높다. 

주변에 불, 달궈진 물체 
등이 있는지 확인 하고 
제거 한 후 상태 확인 

통신이 단절된 경우 
감지기 통신 케이블 
접촉 및 단선 체크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점검 한 후 본사 연락 

※ 주 의 사 항 

    - 불꽃감지기의 전원은 전용 전원 장치를 사용 할 것을 권장 합니다. 

    - P형 수신기나 램프용 전원장치를 사용 하여 발생한 A/S는 무상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통전 중 제품을 분해 단락 하지 마세요. 감전의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국가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써 임의 개폐를 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불꽃감지기 전용 전원장치에 대한 문의는 본사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폭발 성 가스가 존재하는 경우 케이스를 열지 마시오. 

    - 위 사항에 대해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본사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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