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F2.0 -
새로운 안전의 시작

자동화재탐지설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 승인을 받은
SRF 시스템은 최적의 방재솔루션을 제공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신뢰성이 우수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입니다. 

UL 기준이 적용된 안정된 통신 시스템

SRF2.0 시스템은 아날로그 감지기 및 중계기에
회로 격리기 (아이솔레이터)가 내장되어 있어
통신 배선 Class-X(A) 에 단락 및 단선이 발생해도
연결된 모든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화재 발생 시 경보를 표시합니다.

자가진단 기능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내부회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스템 장애 및 센서 오염, 고장 경보
기능을 통해 높은 화재 안전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광범위한 시스템 확장성

SRF2.0 수신기에 루프 당 최대 252개의 단말기
(중계기 및 아날로그 감지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제 3자의 임의 사용은
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모든 제품 명칭은
Siemens AG 또는 공급업체의 제품명 또는 상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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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기 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통해
빠른 주소 설정이 가능하여
시스템 설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SRF2.0 시스템



자동화재탐지설비 SRF2.0 시스템

SRF2.0 시스템은 회로 격리기와 단말기 자가 진단 기능을
통해 높은 시스템 안정성을 제공하며, 모바일 앱 주소
설정을 통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SRF2.0 시스템

·
·
·

화재안전기준 NFSC203 충족

지멘스 스위스 본사에서 개발한 고성능 P2 통신 기술 적용

30년 이상 축적된 기술로 개발된 SRF 시스템은 현재
국내 3,500여개 이상의 현장에 설치 및 운영 중

중계반 주요 기능

·
·
·

최대 504개의 아날로그 감지기 및 중계기 연결 가능

중계반 당 최대 2,016개의 입력/출력 처리

스탠드 얼론 (stand alone) 기능

아날로그 감지기 주요 기능

·
·
·

비화재보 방지 및 환경 보정 기능

회로 격리기 (아이솔레이터) 내장

자가진단 (Self-diagnostic) 기능

중계기 주요 기능

·

·
·

내장 LED를 통한 화재, 장애, 단선, 출력 상태, 
과부하 정보 확인 가능

회로 격리기 (아이솔레이터) 내장

자가진단 (Self-diagnostic) 기능

수신기 주요 기능

·
·
·
·
·
·
·
·

·
·
·
·

Class-X 배선 지원 (NFPA-72 기준 충족)

계통 선로의 단락 보호 (아이솔레이터) 및 위치 확인 가능

계통 당 최대 252개 단말기 연결 가능

당사의 기존 시스템과 호환 가능

모바일 앱을 통한 단말기 주소 설정 가능

단말기 자가진단 기능을 통한 다양한 상태 표시 

확장 가능한 시스템 (X-net: 최대 32대)

자립형 수신기에 최대 4,032개 단말기 연결 가능
(최대 16,128 회로의 입력/출력 처리)

계통 당 회로 수 최대 1,008 회로의 입력/출력 처리

간단하고 사용이 편리한 터치스크린

조건 별 과거 이벤트 발생 내역 조회 및 저장

건물 계통/평면도 표시

시스템 포트폴리오

SRF20-16S FTM20-A FDCIO162 FDCIO164 FDO162 FDT162

GR형 복합기 수신기 R형 중계반 중계기
(2입/3출)

중계기
(4입/4출)

광전식 아날로그
감지기

정온식 아날로그
감지기

벽부형

자립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