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 전압 UG-7-A6O-24V:
   24 Vdc (-5/+20%)
   24 Vac (±10%), 50-60 Hz 
UG-7-A6O-120V:
   110-120 Vac, 50-60 Hz

리셋 시간
(전원차단된 후)

최대 1초

가동시간 1 분

덕트 체계로 유입되는 연기는 건물 전체에 분산됩니다. Uniguard 덕
트 감지기는 광전 감지 방법을 사용하며 덕트에 연기가 있는지 감지하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외함 설계는 검출기 기술과 
함께 덕트의 공기를 검출하여 안전하지 않은 조건을 감지 할 수 있습
니다. 연기가 감지되면 Uniguard의 계전기는 순환 팬, 송풍기 및 시스
템에 연결된 기타 보조 장치를 끄는 데 사용할 수있는 신호를 제공합
니다. 이는 덕트 감지 장치에 의해 모니터링되는 공간을 통해 위험
한 연기를 관리 할 수 있게합니다.

이 Uniguard는 두 가지 형명으로 제공됩니다. UG-7-A6O-24V는
24 Vdc / ac 및 UG-7-A6O-120V, 120 Vac.  경보 및 감시 계전기 접점은 
제어판, HVAC 제어 및 팬 끄기를 포함한 여러 보조 기능과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Uniguard는 덕트의 어느 쪽에 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UG-7-A6O 검출기에는 지능형 제어 회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는 탐지기의 전체 수명 동안 최적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감도
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어 회로가 더 이상 오염을 보상 할 수 없으
면 서비스 알람이 표시됩니다.

UG-7-A6O에는 최대 100 개의 장치를 서로 연결할 수있는 연결 기능
이 있습니다. 연결 기능은 연기가 연결된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 도
달하기 전에 환기 시스템에서 댐퍼를 닫거나 팬을 더 멀리 떨어 뜨릴 
수 있습니다. 연결된 UG-7-A6O 중 하나가 화재 경보에 들어가면 다
른 모든 감지기의 AUX 계전기가 활성화됩니다.

기 술 규 격

사용처
HVAC 공조체계에서

덕트 연기감지

쉽게 감지

고효율 단일 감지관 

조정 가능  
자동 감도 조정. 여러 개
의 픽업관 길이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설치
단일 샘플링 튜브로 빠른 
설치가 가능합니다. 덕트

의 모든 측면에 장치를 설
치할 수 있습니다.

UG-7-A6O군

검출관이 장착

UG-7-A6O UNIGUARD® 
단일 고효율 샘플링 튜브가 있는

광 학 식  연 기  탐 지 기

감도시험 명목상의 감도 0.96~ 1.20%/ft.

최대 대기전류 UG-7-A6O-24V: 42 mA (DC mode), 82 mA (AC 
mode) UG-7-A6O-120V: 31 mA @120 Vac

최대 경보전류 UG-7-A6O-24V: 83 mA (DC mode), 145 mA (AC 
mode) UG-7-A6O-120V: 42 mA @120 Vac

연결 전류 5 mA

전체 최대 예비전류
출력, 2와 5 단자 

감지기들과 비연결시: 30 mA 
감지기들에 연결시: 25 mA

동작 온도 32~ 100 °F (0~ 38 °C)

보관 온도 -22~ 158 °F (-30~ 70 °C)

습도 0~ 95% RH

덕트공기속도범위 100~ 4000 ft/min (0.5~ 20.32 m/s)

크기(L x W x D) 11 x 6.5 x 3.27” (279 x 165 x 83 mm)

무게 1.04 kg

공기검출관 알루미늄, 관경 1.5” (38 mm)

계전기 접점규격

경보발령 접점  
 (SPST)

1.0 A @ 24 Vdc (저항성)   
1.0 A @ 120 Vac (저항성)

감독 접점(SPST) 1.0 A @ 24 Vdc (저항성) 
1.0 A @ 120 Vac (저항성)

경보예배접점(DPDT) 10 A @ 30 Vdc (저항성) 
10 A @ 250 Vac (저항성) 
½ HP @ 240 Vac
¼ HP @ 120 Vac

보증

보증 기간 1년

기관 인증

UL Signaling Listed: S24724 Fire Alarm Equipment
Listed: California State Fire Mar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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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형 명 

CAL-UG-7-A6O-24V* SMOKE,DUCT,24V,UL 

CAL-UG-7-A6O-120V* SMOKE,DUCT,120V,UL 

CAL-ST1 SMOKE,ACCY,PICKUP TUBE,1FT

CAL-ST2 SMOKE,ACCY,PICKUP TUBE,2FT

CAL-ST5 SMOKE,ACCY,PICKUP TUBE,5FT

CAL-ST9 SMOKE,ACCY,PICKUP TUBE,9FT

CAL-UG-MB-75 SMOKE,ACCY,MOUNTING BRACKET

CAL-UG-COVER-75 SMOKE,ACCY,CONDENSATION COVER

결 선 도 크기도면 Inches (mm)

주문 방법

공기 검출 관
공기 픽업 튜브는 전체 길이를 따라 연속 픽업됩니다.  검출관 길이는 
환기 덕트의 너비를 기준으로 선택됩니다. 픽업 튜브는 1, 2, 5 및 9ft 
(0.3, 0.6, 1.5 및 2.8m)의 네 가지 길이로 제공됩니다. 환기 덕트가 Ø 2 ft 
(0.6 m)보다 넓은 경우 픽업 튜브가 전체 덕트를 관통해야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구멍 직경 1.5” (38 mm).

C. N.C.

+

–

17

전원입력
UG-7-A6O-24V: 24V AC/DC 
UG-7-A6O-120V: 120V AC

18 17

전원입력
UG-7-A6O-24V: 24V AC/DC 
UG-7-A6O-120V: 120V AC

18

11 N.O.

12 C.

13 N.C.

예비접점(팬 끄기, 댐퍼 닫기 등)

14 N.O.

15 C.

16 N.C.

감독 및 서비스 경보 접점 (연기 감
지기의 결함 또는 제거 및 정전).

화재
통재
판

경보
발령 루프

9 N.O.

10 C.

C. N.C.

11 N.O.

12 C.

13 N.C.

예비접점(팬 끄기, 댐퍼 닫기 등)

14 N.O.

15 C.

16 N.C.

제어판 제조원에 의해 종말저항은 
결정됨.  

8787

경보
발령 
접점
대기 
위치 

9 N.O.

10 C.

경보
발령
접점
대기
위치

처음 UG-7
 루프감지

마지막 UG-7
 루프감지

1 GND/감지기 링크출력-

2 링크출력 +

3 링크입력 –

4 링크출력 +

1 GND/감지기 링크출력 –

2 링크출력 +

3 링크입력 –

4 링크출력 +

감독 및 서비스 경보 접점 (연기 감
지기의 결함 또는 제거 및 정전).

1.17"
(29.7 mm)

0.89"
(22.6 mm)

6.5"
(165 mm)

11"
(279 mm)

3.27"
(83 mm)

0.79"
(20 mm)

검출관 길이를 맞게 줄이십시오.

종단 플럭을 끼우십시오.

종단플라스틱
가스켓을 끼우십시오.

고무 가스켓
HFU204를 끼우십시오.

주의!
구멍 뚫기 
Ø 2" (51 mm)

구멍뚫기 직경
Ø 1.5" (38 mm).

구멍뚫기 직경
Ø 1.5" (38 mm).

덕트의 최대직경 2 ft (0.6 m). 검출관을 1 또
는 2 ft (0.3 또는 0.6 m). 필요시 길이를 줄여 
사용하십시오.

For ducts with a ø of less than 0,6 m use the 0,6 m pipe.
For ducts with a ø of between 0,6 m and 1,4 m use the 1,5 m pipe.
For ducts which are larger than 1,4 m use the 2,8 m pipe.

검출관은 1인치(약 30mm를
넘지않게 덕트벽에서 나와야 함

덕트의 직경은 2 ft(0.6m)보다 
커야함.
검출관은 
전체 덕트를 관통함

**검출관 비포함 주문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CAL-UG-MB-75
   설치 브라켓

CAL-STx
   검 출 관

CAL-UG-COVER-75     
이슬보호 막

CAL-UG-COVER-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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