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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DUKSOO INDUSTRY

덕수산업은 

정밀판금 전문기업 정온산업(1999년 11월 창립)을 모태로

2014년 9월 동탄산업 단지에 창립하여, 산업용 전자제품 및 반도체 장비용

정밀부품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가공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원스톱 생산라인과 높은 품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업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덕수산업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19년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간이소화장치” 의 출시와 함께2019년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간이소화장치” 의 출시와 함께

보다 나은 품질, 보다 빠른 현장대응력으로 

소방설비 분야의 NO.1을 목표로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통해

덕수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대표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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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정밀판금에서부터.

덕수산업은 20년의 시간 동안 “정밀판금” 하나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 설비 제품에도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좀 더 가볍게 좀 더 강하게

모든것은 정밀판금 그대로 덕수산업의 노하우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적의 작업환경에서 최고의 품질을 빗어내다.

덕수산업은 보다 더 빠르고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

AMADA사의 파이버 레이저 머신을 비롯한 

DMG MORI사의 3 .5축 가공기등 다양한 가공머신을 보유하여, 

최적의 작업환경에서 최고의 품질을 약속합니다.



DUKSOO INDUSTRY

덕수산업의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는

안전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sus304의 수조부 바디프레임, 최상급 도료의 분체도장

사용으로 보다 진보된 빌드quality를 선사합니다.

간편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는 열악한 설치 현장에서도 손쉬운 설치가 가능합니다.

“덕수산업의 安全철학으로 만들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시험밸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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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기준이 되다.

One-stop
PRODUCTION SYSTEM

덕수산업의 소방설비 제품은 

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자체 설계/제작으로 모든 공정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제작 합니다.

프레임 검사 및 조립

누수테스트 제품 패킹

분체도장

D U K SO O  IN D U ST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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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기준이 되다.

튼튼한 바디프레임
수조부 & 제어부 모두 내부 지지대 프레임을

추가 보강하여, 만수시에도

휨현상이 없는 강성을 자랑합니다.

수조 L : 423 x 800 x 1820

수조 R : 423 x 800 x 1820

제어부 : 300 x 800 x 1815

수조 + 제어부 : 1146 x 800 x 1820

(가로mm X 세로mm X 높이mm)

1820

423

423

300 800

수조부와 제어부의 

3단 결합방식으로 더 손쉽게

A 타입 나비너트의 간편한 결합방식

설치속도&안전성

수조부와 제어부는 3단 결합방식으로 현장 이동이 쉬우며,

나비너트 체결로 간편한 탈착식 조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내부 보강 프레임은 만수시에도 휨 현상없는 강성을 자랑합니다.



6

DUKSOO INDUSTRY

더 안전하게 더 간편하게

SAFETY & EASY

압력게이지

압력스위치

펌프토출배관

모듈 박스

예비전원 배터리

펌프흡입주름관

체크밸브

A타입 제어부 명칭



DUKSOO INDUSTRY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기준이 되다.

A 타입 특장점 안내 Product Advantage

수조부 SUS304

워터게이지

컨트롤러 디스플레이

전면 도어 안전고리 적용

수조부 상단 이동손잡이

분체도장

볼베어링 우레탄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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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번호캐비

형식

수조용량 

방수시간

배관종류

사용온도범위

펌프용량펌프용량

토출양정

동력

예비전원동력

수조 좌측

수조 우측

중앙 제어부

수조 + 제어부수조 + 제어부

18-2

펌프가압식, 사용배관길이 5-80M, 10분용

약 1,150리터 

10분용

아연도강관, 스텐리스강관, 합성수지배관 32A(주배관)

1~40도

max 148L/minmax 148L/min

max 50m

1Kw

산업용 무보수 축전지 12v 60ah x 2ea

423 x 800 x 1820

423 x 800 x 1820

300 x 800 x 1815

1146 x 800 x 1820 ( 가로 x 세로 x  높이 )1146 x 800 x 1820 ( 가로 x 세로 x  높이 )

SPECIFICATIONS

A 타입

1146

423   300   423

1820

정면

1820

800

측면

1820

1146

후면

전압(V)      용량(AH)(20HR)       길이       폭       높이       중량 단자(KG)       단자형태 

12.0                      60.0               231     172     184             13.5                (L형단자)       

H : 46 - 17m                               Q : 33 - 135 L / min

H max : 50 m                              Q  max : 148L / min

Suction Lift : 0 m

P 1 : 1.38kW   220V   6.2A   R.P.M : 3450r / min

60Hz   IP55  I.CL. 155(F) CAP30  uF / 450V



DUKSOO INDUSTRY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기준이 되다.

수조부와 제어부의

2단 결합방식으로 더 손쉽게

설치환경에 맞는 선택설치 

B 타입 설치 환경에 맞는 타입선택

설치속도&안전성

수조부와 제어부는 2단 결합방식으로 설치 환경에 따라

수조 측면 & 수조 정면 2가지 선택 설치가 가능하며,

나비너트 체결로 빠른 설치 속도 및 현장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수조 측면 조립시수조 정면 조립시

수조부 : 950 x 700 x 1800

제어부 : 700 x 230 x 1800

수조 + 제어부 : 950 x 930 x 1800

(가로mm X 세로mm X 높이mm)

1800

700

950

700

930

수조부 : 950 x 700 x 1800

제어부 : 700 x 230 x 1800

수조 + 제어부 : 1180 x 700 x 1800

(가로mm X 세로mm X 높이mm)

1180
7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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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타입 제어부 명칭

압력게이지

압력스위치

모듈박스

예비전원 배터리

체크밸브

펌프흡입주름관



DUKSOO INDUSTRY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기준이 되다.

B 타입 특장점 안내 Product Advantage

수조부 SUS304

워터게이지

컨트롤러 디스플레이

전면 도어 안전고리 적용

수조부상단 이동손잡이

분체도장

볼베어링 우레탄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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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번호캐비

형식

수조용량 

방수시간

배관종류

사용온도범위

펌프용량펌프용량

토출양정

동력

예비전원동력

수조부

제어부

수조정면 조립시

수조측면 조립시수조측면 조립시

18-3

펌프가압식, 사용배관길이 5-80M, 10분용

약 1,110리터 

10분용

아연도강관, 스텐리스강관, 합성수지배관 32A(주배관)

1~40도

max 148L/minmax 148L/min

max 50m

1Kw

산업용 무보수 축전지 12v 60ah x 2ea

950 x 700 x 1800

700 x 230 x 1800

950 x 930 x 1800

1180 x 700 x 1800 ( 가로 x 세로 x  높이 )1180 x 700 x 1800 ( 가로 x 세로 x  높이 )

SPECIFICATIONS

B 타입

전압(V)      용량(AH)(20HR)       길이       폭       높이       중량 단자(KG)       단자형태 

12.0                      60.0               231     172     184             13.5                (L형단자)       

H : 46 - 17m                               Q : 33 - 135 L / min

H max : 50 m                              Q  max : 148L / min

Suction Lift : 0 m

P 1 : 1.38kW   220V   6.2A   R.P.M : 3450r / min

60Hz   IP55  I.CL. 155(F) CAP30  uF / 450V

1800

1180

230950

B타입 수조 측면조립시

950

700

1800

B 타입 수조 정면조립시

1800

700 230

1800

950

700

1800 1800

950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는 매년 해마다 늘어 ”

간이소화장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화재원인별로 용접, 절단, 연마 작업공정 38.9%

담배꽁초 22.8%

전기적요인 10.5%

불꽃방치 7.7%

부주의 6.8%

 가연물 근접방치 4.8%

IOT
[Internet of Things]
긴급알람 발생시 

화재발생 위치를 즉시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제센터용 PC 위치 알림기능

모바일 위치 알림기능

옵션형 IoT 비상경보시스템 

간이소화장치는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고층부 / 저층부의

신속한 조기 화재진압이 가능합니다.

이로인한 골든타임 5분의 조기 화재진압은

소방차 1대의 효과와 같습니다.

GOLDEN TIME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지키다.

0.1Mpa 방수압력

분당 65리터의 방수력

20분 사용가능한 소화수 1,4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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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시에도  이동이 간편한  중량 캐스터 적용

▶ 4조  회전 브레이크 채택으로  안심 고정. 

▶ 상단부 이동형 고리를 적용하여, 고층부 크레인 대응.

▶ 외부용 최상급 도료로 부식 방지 및 주.야간 시인성개선

▶ 수조부 sus304의 완벽한 부식방지.

▶ 전면부 폴리카보네이트 도어

완제품으로 제작되어, 별도의 설치가 필요없으며

누구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편&신속

상단부 이동링을 채택하여, 

이동 진입이 힘든

건설현장의 고층부 / 저층부

크레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단부 고하중 우레탄 캐스터는

1,400L의 만수시에도 안전하게 지탱하며,

4방향 회전식 브레이크를 채택하여

이동 및 개별 고정이 가능합니다.

 

EASY TO MOVE

4-WAY ROTARY BRAKE



제어부 컨트롤러

전면부 폴리카보네이트 도어

흡입토출부 열선 기본적용

릴호스 옵션선택 (기본형 일반호스)

최상급 외부용 도료 분체도장

수조 내부 히터봉 및 토출배관 열선 적용으로

겨울철 동결로 인한 사용 불능 상태를 방지하며,

수조부 온도 조절기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겨울철 안심사용!

동결방지 시스템 기본적용.

FREEZE PROTECTION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동파/동결 발생시 유상 A/S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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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SOO INDUSTRY

명칭

모델명

수조용량

재질

성능

용도

주요구성품주요구성품

사이즈

호스 종류 

간이소화장치 (임시소방시설)

DS - i00a-1

약 1,400L

SUS304

폄프용량 135L/min, 토출양정 45m

방수량/시간.토출압력 - 65L/min, 20분이상, 0.1MPa이상

건설현장 및 임시소방시설이 필요한곳건설현장 및 임시소방시설이 필요한곳

펌프 , 물탱크 , 동파방지열선, 발신기 , 경종 , 경보기 

780 x 1420 x 1807 ( 가로 x 세로 x 높이 )

일반호스 15m x 2ea 

간이소화장치 (임시소방시설)

DS - i00a-2

←

←

←

←

←←

←

←

릴호스 25m

SPECIFICATIONS

일반호스 타입                                   릴호스 타입

1807

1420

측면

1807

780

후면

1807

780

일반 호스 타입 정면

1807

780

릴호스 타입 정면



DUKSOO 고객감동서비스고객과의 신뢰
고객 신뢰의 첫번째는 품질과 서비스입니다.

덕수산업은 20년의 정밀판금 분야를

바탕으로 “소방 설비” 제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의 브랜드 파워를 형성 할 수 있었던 것은

프라이스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느껴지는 고객의 소리를 들으며,

계속 업데이트 해 왔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안전하게계속 업데이트 해 왔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안전하게

품질을 지키면서, 빠른 고객 대응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객과의 신뢰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덕수산업을 믿고 선택해주신 고객여러분께,

더 나은 감동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간 제품 문제 발생시

무상 방문서비스로 한발 빠른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한 층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문의 및 고객센터

TEL : 031-376-8503

상담시간 : 월 ~ 금 09-18시

WWW.DUKSOO.CO.KR

덕수산업의 제품은 품질 정책에 의거, 구입일로부터 1년간 무상 보증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 고객과실의 경우 보증기간에도 유상서비스로 변경 됨 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고객 감동 서비스

INDUSTRY



덕수산업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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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 설비 A타입 성능시험결과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A타입 성능시험결과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B타입 성능시험결과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B타입 성능시험결과



방송통신기자재 적합필증



펌프전기안전 인증서



THE FUTURE IS HERE
Fire Fighting Equipment Manufacturer

이제 덕수산업이 함께합니다.

거듭되는 “안전불감증” 왜 소방시설 마저 안전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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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7길 98-7jungon8377@naver.comTEL : 031-376-8503

FAX : 031-378-8503

제품 A/S 안내 - 보증기간내 제품 이상 발생시 구입일로부터 12개월간 무상보증이 가능하며,  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제품손실 및 사용상 부주의는 무상보증에서 제외됩니다.

CONTACT US

www.duksoo.co.kr

BEST VALUE
최고의 가치로 보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