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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비상소화장치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목적 

[자료출처: 부산 기장소방서 보고 자료]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목적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목적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사례 

 부산 기장군 5개 마을 비상소화장

치 설치현황 

이동형 소방펌프 
 
     보관함 



 비상소화장치의 구성 및 특성 

10t 물탱크  
 

65A 
흡입호스 

40A 
소방호스 

(1km이상 
연결가능) 

직접방사 (방사거리 35m 
이상) 

이동형 
소방펌프 

하천 

관개 수로 옥외소화전 

저수지 

이동형 소방펌프 보관함  
 

 이동형 소방펌프  
Syscue 400ME  

 

동력  23hp, 가솔린엔진 

유량/압력 350LPM / 20bar 

크기 1340x800x1230(mm) 
크기 

(가)1700x(세)1300x(높)
1580(mm) 

크기 
직경 : 2100, 높이 : 

3040(mm) 

9.7m 

9.7m 자흡(自吸)능력  
수평 1km 이송 후  
5bar , 30m 방수가능 수평 방수거리35~40m   CAFS와 동일성능의 폼약재 방사 

(유류화재)  

지면크기 
(가)2300x(세)5000x 

(두께)100(mm) 

(30분이상 방수 가능) 

5000mm 

2300mm 

10mm 

이동형 
소방펌프 
 
     보관함 



 비상소화장치 설치안 

65A 
흡입호스 

40A 
소방호스 

(1km이상 
연결가능) 

직접방사 (방사거리 35m 
이상) 

이동형 
소방펌프 

하천 

관개 수로 옥외소화전 

저수지 

1. 지상 물탱크 수원 
가압방수 

2. 지하 물탱크 흡상 후 
가압방수 

3. 소화전 용수 
가압방수 

지상 

지하 
물탱크 

9.7m 

4. 인근 하천,저수지 흡상 후 
가압방수 

 이동형 소방펌프  
Mahasafe 400ME  

65A 흡입호스 

40A 소방호스 

(1km이상 연결가능) 



 비상소화장치 활용방안 

65A 
흡입호스 

40A 
소방호스 

(1km이상 
연결가능) 

이동형 
소방펌프 

하천 

관개 수로 옥외소화전 

저수지 

홍수 시 양수용 

농업용 산불화재진압용 

도로 청소용 문화재 방재용 

스프링클러용 

초기화재 진압용 

해양 및 하천오염 방재용 



 결론 

• 도로협소 마을에 작동법이 간편한 고압의 이동식 소방펌프를 활용 초기화재 진압  

 컴팩트한 외형 ( 차폭 0.8m, 회전반경 1.5m ) 

 등판성능 25。( 고지대 접근 가능 ) 

                  이동용소방펌프 

 손쉬운 작동 ( 일반인 사용 가능 ) 

 자체구동 ( 1인 운용 이동 가능 ) 

진입로 협소 및 고지대 소방차 접근 어려움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 장비사용의 어려움 

접근성 

편리성 

해결 

초기화재 진압을 위한 최고의 선택!! 



1. 의용 소방대 장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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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복잡한 상가지역 운용 사례 

자율소방대, 관공서, 사찰 등 운용 사례 

지하물탱크 
지하물탱크 



2. 소방차 보조펌프 제안 ( 부산해운대 WBC-고층빌딩)  

200m 

200 m 
지점에서의 펌프 테스트 결과  
- pump: Mahasafe 400M 

(35HP) 
- 펌프압력 : 3.5 Mpa 
- 방수압력 : 1.0 Mpa 
- 방 수 량  : 160 LPM (200m UP) 
- 방사거리 : 25 m 

크기 W, L , H 800×1340×1230 

무게 포터블/모바일 110 / 240 kg 

펌프 펌프형식 회전용적형펌프 

펌프압력 
0 ~ 3.5 Mpa 
(상용압력  2.0 Mpa) 

펌프유량 
0.85 Mpa - 320L/min 
2.0   Mpa - 280L/min 

방수거리 35 m 

흡상성능 수직 9.7 m , 수평 100 m 

펌프동력 23/35 HP 가솔린엔진 

차체 구동방식 배터리 충전 - 모터구동 

배터리용량 24 V/ 30AH 

이동속도 5 km /h 

MahaSafe 400 사양  WBC the Palace  

이동형소방펌프 
mahasafe 400ME  

소방호스 600m 계단( 65A 4본 , 40A 36본) 

이동형소방펌프 
mahasafe 400PE  



영업 현황 – 국내 주요 판매 실적 정리 

 관납 

용  도 납품처 

소방 용 

(재난방재용) 

화력발전소 - 여수, 영동, 영흥, 서울, 삼천포, 하동, 울산, 분당복합, 당진, 신인천 

소방본부 - 경기, 부산, 울산, 인천 등 

전통시장 - 울산 남구청 산하(야음시장,수암시장,신정시장,공구상가), 성북구 길음시장, 울산 북구청 호계시장  등 

전통사찰 – 직지사, 통도사, 대흥사, 고란사, 법천사, 목우암 도리사, 골굴사, 맹씨행단(고택) 등 

도서지역 - 울릉도, 연평도 

산간지역 - 산림청(영월 국유림) 및 창원시 산림과, 울주군 산림과, 기장군청 산림과, 국립산림과학원, 충북 제천
시청 산림과, 양산시청, 남원시청, 사천시청, 청도군청 산림조합, 옥천 산림조합, 포항 사방공원, 문경시 산림조합  

청소용 

(수산용,침수지역 복구) 

하천정비 - 한강사업본부, 낙동강사업본부, 부산 사하구청 ,기장군청, 울산 남구청, 창원 진해구청, 울산 동구청, 
경기도 광명시청, 통영시청, 춘천시청, 사상구청, 광진구청, 정읍시청, 논산시청, 창녕군청 등 

어망청소 – 부산 기장 동백, 학리, 대변항 어촌계 등(어망청소) 

해양경찰(유류 및 방재) - 여수, 부산, 목포, 울산, 포항, 평택, 군산, 인천, 제주, 완도, 동해, 속초해경 

폭동진압용 및 기타 폭동진압용 및 기타 - 해경 본청, 서울경찰청, 공군부대, 철도공사, 공항공사 

 민간 기업체 

용  도 납품처 

 소방용 

현대중공업 - 도크 소방용(해양사업부), 시추선 소방펌프(태국 프로젝트) 

현대자동차 - 도장공장(1부~5부), 시트생산관리부, 엔진공장5부 

포스코(포항/광양) - 고로(고층타워)소방용 

SMP, 세화엠피, 현대제철, 동성항운, 삼성이엔지, 삼성석유화학, 오성기업, 서동, 천내전력, 유니큰, 유성, 신
정개발, 하동화력, 서산 현대다이모스, 이앤아이테크, 동국엔지니어링, 우원건설 등 

다목적용 
현대중공업(이영산업), STX(강림중공업),보라CC,제일코리아 엔지니어링, 한남조선, 한성티앤아이, 대상해양
개발, 해동마린, 조원실업, 대원건설, 광림, 덕양산업, 에이엠에스, 신승오엔에프 등 

분진 제거 및 청소용 
CIDO Shipping, 철도공사, 도로공사, 정화조 청소(에코니티) ,유성, 동서하이텍, 삼흥세차장(인천해안부두), 
아르고마린토탈, 와이에스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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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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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덕양에코 
울산광역시 북구 농공단지2길 27 (44201)  /  TEL : 1670-6275, FAX : 052) 264-2231 

/  www.deokyangec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