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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MITIGATION SYSTEM

내진 제품 버팀대

버팀 22-5 횡·종방향 구성도

버팀 22-11 종방향 구성도

버팀 22-33 횡방향 구성도

가지배관 고정장치 구성도

버팀 20-13 횡·종방향 구성도

UNOSB #415K / #413K

UNOSB #073K / #078K

UNOSB #616K / #079K

UNOSB #417K / #300K

UNOSB BC-1

버팀 18-59 횡·종방향 구성도

버팀 19-13 종방향 구성도

버팀 19-32 횡방향 구성도

UNOSB #411K / #071K

UNOSB #080K / #076K

UNOSB #412K / #081K

UNOSB #300K / #615K

UNOSB #105 / #615 / #300 / #310

UNOSB #089K

UNOSB #087K & #088K

BM25A / BM1/2R

앵커 제품

VNFA(FAZⅡ)

VNFA-K(FAZⅡ K) 

HKD

HSA

FBSⅡ

FHY

내진 제품

SVAG

RPC

VSSP

VSSP-K

PBC·PBD

KFI 인정 버팀대 설치 사진

내진제품 설치 사례

입상배관 4방향 버팀대 상세 예시도

KFI 인정서

프로그램 신뢰성 검증 확인서

소방시설업등록증



소음과 진동없는 쾌적한작업·주거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UNOSB #411K - 18p

UNOSB #413K - 10pUNOSB #415K - 10p

UNOSB #412K - 20p

UNOSB #417K - 13p

UNOSB #071K - 18p

UNOSB #310 - 22pUNOSB #300 - 22p

UNOSB #076K - 19p

UNOSB #078K - 11pUNOSB #073K - 11p

UNOSB #616K - 12p UNOSB #079K - 12p

UNOSB #105 - 22p UNOSB #615 - 22p

UNOSB #080K - 19p

UNOSB #081K - 20p UNOSB #615K - 21p

UNOSB BC-1 - 14p

UNOSB #300K - 13, 21p



SVAG - 32p

VSSP - 34~36p PBC · PBD - 37p

VNFA (FAZ II) - 26p VNFA (FAZ II K) - 27p HKD - 28p HSA - 29p

UNOSB #087K &
#088K - 24p

BM25A - 25p BM1/2R - 25pUNOSB #089K - 23p

FBS II - 30p FHY - 31p RPC - 3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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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버팀 22-5

•설치 각도(θ) : 30°~90°

•시스템 배관 : 40A~150A

•지지대 :  KSD 3507, 3562 모두 사용가능

•전단볼트 : 볼트머리 파손 될때까지 체결

•횡방향 버팀대간 최대간격은 12m 미만으로 설치

•종방향 버팀대간 최대간격은 24m 미만으로 설치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말단부 거리는 1.8m 미만으로 설치

 *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참조

시스템 배관
호칭지름

(A)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30° ~ 44° 45° ~ 59° 60° ~ 89° 90°

40 1512(154) 2138(218) 2619(267) 3025(308)

50~100 2556(261) 3615(369) 4427(451) 5113(521)

125, 150 2727(278) 3856(393) 4723(481) 5454(556)

"A"

#089K #089K

"A"

횡방향 구성도 종방향 구성도

#078K

#415K
(40A~150A)

#415K
(40A~150A)

#SB40K #SB40K

#SB35K #SB35K

#SB40K #SB40K

#073K #073K

"A" - 구조별 설치 상세도 설치 각도

강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횡방향 종방향

0°

90°

θ

θ

0°

90°

#07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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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조별 설치 상세도 설치 각도

콘크리트 구조물

인정번호 : 버팀 22-11

•설치 각도(θ) : 60°~90°

•시스템 배관 : 40A~100A

•지지대 : JIS G 3101-1/2inch Rod

•종방향 버팀대간 최대간격은 24m 미만으로 설치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말단부 거리는 12m 미만으로 설치

 *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참조

"A"

#616K

0°

90°

θ

시스템 배관
호칭지름 

(A)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60° ~ 89° 90°

40~100 2619(267) 3025(308)

#415K

BM1/2R

#07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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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조별 설치 상세도 설치 각도

 

•설치 각도(Θ) : 45˚~90˚

•시스템 배관 : 40A~65A

•지지대 : JIS G 3101, 1/2inch Rod 

•횡방향 버팀대간 최대간격은 12m 미만으로 설치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말단부 거리는 1.8m 미만으로 설치

 *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참조

0°

90°

θ

"A"

#417K

시스템 배관
호칭지름

(A)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45° ~ 59° 60° ~ 89° 90°

40~65 2138(218) 2619(267) 3025(308)

콘크리트 구조물

인정번호 : 버팀 22-33 (CPVC용)

#079K

BM1/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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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조별 설치 상세도 설치 각도

•설치 각도(Θ) : 45˚~90˚

•시스템 배관 : 25A~50A

•지지대 : JIS G 3101, 3/8inch & 1/2inch Rod 

 *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참조

0°

90°

θ

"A"

BC-1

#300K

시스템 배관
호칭지름

(A)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45° ~ 59° 60° ~ 89° 90°

25~50 1530(155) 1870(190) 2160(220)

콘크리트 구조물

BM1/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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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각도(θ) : 45°~90°

•시스템 배관 : 25A~50A

•지지대 : JIS G 3101, 3/8inch & 1/2inch Rod

 *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참조

"A" - 구조별 설치 상세도 설치 각도

0°

90°

θ

"A"

3/8" ROD
&

1/2" ROD

#615K

#300K

시스템 배관
호칭지름

(A)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45° ~ 59° 60° ~ 89° 90°

25~50 1530(155) 1870(190) 2160(220)

콘크리트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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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버팀 20-13 (Stainless 배관용)

•설치 각도(θ) : 30°~90°

•시스템 배관 : 50A~150A

•지지대 : KS D 3562-Sch.40-25A 

•전단볼트 : 볼트머리 파손 될때까지 체결

•횡방향 버팀대간 최대간격은 12m 미만으로 설치

•종방향 버팀대간 최대간격은 24m 미만으로 설치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말단부 거리는 1.8m 미만으로 설치

*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참조

"A" - 구조별 설치 상세도 설치 각도

강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횡방향 종방향

시스템 배관
호칭지름

(A)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30° ~ 44° 45° ~ 59° 60° ~ 89° 90°

50, 65 1534(156) 2169(221) 2656(271) 3068(313)

80, 100 2386(243) 3374(344) 4132(421) 4772(486)

125, 150 2727(278) 3856(393) 4723(481) 5454(556)

종방향 설치각도

종방향 설치각도

횡방향 설치각도

0°

90°

θ

"A"

#SB45K

FireProtectionPipe

#087K #088K

#080K

#SB35K

#071K

BM25A

#413K
(50A~150A)

#SB45K

#087K #088K

#080K

"A"

#SB35K

#071K

BM25A

#413K
(50A~150A)

Fire

Protection

Pipe

횡방향 구성도

종방향 설치각도

종방향 설치각도

횡방향 설치각도

θ

0°

90°

종방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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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한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버팀대 인정을 받은 제품임

•재질 : 탄소강

•부품명 : 소방배관연결장치

•종방향,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위한 구속장치

•#073K, #616K 제품과 함께 사용

•#616K 제품과 사용 시 스페이서 적용

•시스템배관 사이즈 : 40A~150A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 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UNOSB #415K

횡방향
&

종방향

시스템 배관
호칭 지름

(A)

설치 각도별 최대 수평 사용 하중 N(kgf)

30° ~ 44° 45°~ 59° 60° ~ 89° 90°

40 1512(154) 2138(218) 2619(267) 3025(308)

50~100 2556(261) 3615(369) 4427(451) 5113(521)

125, 150 2727(278) 3856(393) 4723(481) 5454(556)

제품 사양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풀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버팀대 인정을 받은 제품임

•재질 : Stainless Steel

•부품명 : 소방배관연결장치

•종방향,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위한 구속장치

•#071K 제품과 함께 사용

•적용가능배관 : SUS

•시스템배관 사이즈 : 50A~150A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UNOSB #413K

횡방향
&

종방향

시스템 배관
호칭 지름

(A)

버팀 20-13

설치 각도별 최대 수평 사용 하중 N(kgf)

30° ~ 44° 45°~ 59° 60° ~ 89° 90°

50, 65 1534(156) 2169(221) 2656(271) 3068(313)

80, 100 2386(243) 3374(344) 4132(421) 4772(486)

125, 150 2727(278) 3856(393) 4723(481) 54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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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제품 사양

설치 각도별 최대 수평 사용 하중 N(kgf)

30° ~ 44° 45° ~ 59° 60° ~ 89° 90°

5454(556)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한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버팀대 인정을 받은 제품임

•재질 : 탄소강 & 구상흑연주철

•부품명 : 건축물부착장치

• 건축물부착장치는 건축물부착장치 어댑터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

치 가능

•회전고리로 인해 어떠한 각도에서도 설치 가능

• 설치 시 전단볼트를 손으로 최대한 조인 후, 추가적으로 볼트머리가 

파손될 때까지 체결

• 전단볼트의 머리 파손으로 인해 별도의 토크렌치 없이 적정 설계 

토크로 설치 가능하며 설치가 적절히 되었는지 육안검사로 확인 가능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UNOSB #078K

UNOSB #073K

•재질 : 탄소강

•부품명 : 소방배관연결장치 어댑터

•종방향,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위한 구속장치

•#415K 제품과 함께 사용

• 설치 시 전단볼트를 손으로 최대한 조인 후, 추가적으로 볼트머리가     

파손될 때까지 체결

• 전단볼트의 머리 파손으로 인해 별도의 토크렌치 없이 적정 설계 

토크로 설치 가능하며 설치가 적절히 되었는지 육안검사로 확인 가능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 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한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버팀대 인정을 받은 제품임

제품 사양
설치 각도별 최대 수평 사용 하중 N(kgf)

30° ~ 44° 45°~ 59° 60° ~ 89° 90°

2727(278) 3856(393) 4723(481) 54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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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 탄소강

•부품명 : 소방배관연결장치 어댑터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위한 구속장치

•#415K 제품과 함께 사용

•지지대는 JIS G 3101-1/2inch Rod (BM1/2R) 사용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 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UNOSB #616K

제품 사양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버팀대 인정을 받은 제품임

시스템 배관
호칭지름

(A)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60° ~ 89° 90°

40~100 2619(267) 3025(308)

콘크리트 구조물

제품 사양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60° ~ 89° 90°

3025(308)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한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버팀대 인정을 받은 제품임

•재질 : 탄소강

•부품명 : 건축물부착장치

•건축물부착장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 가능

•회전고리로 인해 어떠한 각도에서도 설치 가능

•지지대는 JIS G 3101-1/2inch Rod (BM1/2R) 사용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UNOSB #07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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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 탄소강

•부품명 : 가지배관 고정장치 행거

•시스템배관 사이즈 : 25A~50A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의 흔들림을 구속하기 위한 장치

•3/8inch, 1/2inch Rod 사용 가능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UNOSB #300K

제품 사양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풀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버팀대 인정을 받은 제품임

•재질 : 탄소강

•부품명 : 소방배관연결장치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위한 구속장치

•시스템배관 사이즈 : 40A~65A

•적용가능배관 : CPVC-ASTM

•지지대는 JIS G 3101-1/2inch Rod (BM1/2R) 사용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UNOSB #417K

횡방향

시스템 배관
호칭 지름

(A)

버팀 22-33

설치 각도별 최대 수평 사용 하중 N(kgf)

45° ~ 59° 60°~ 89° 90°

40~65 2138(218) 2619(267) 302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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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OSB BC-1

제품 사양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풀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재재질 : 탄소강

•부품명 : 가지배관 고정장치 행거 건축물부착장치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 가능

•3/8inch, 1/2inch Rod 사용 가능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횡방향
(#300K & BC-1)

시스템 배관
호칭 지름

(A)

설치 각도별 최대 수평 사용 하중 N(kgf)

45° ~ 59° 60°~ 89° 90°

25~50 1530(155) 1870(190) 2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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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각도(θ) : 30°~90°

•시스템 배관 : 40A~200A

•지지대 : KS D 3562-Sch.40-25A

•전단볼트 : 볼트머리 파손 될 때까지 체결

•횡방향 버팀대간 최대간격은 12m 미만으로 설치

•종방향 버팀대간 최대간격은 24m 미만으로 설치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말단부 거리는 1.8m 미만으로 설치

*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참조

"A" - 구조별 설치 상세도 설치 각도

강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인정번호 : 버팀 18-59

시스템 배관
호칭지름

(A)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30° ~ 44° 45° ~ 59° 60° ~ 89° 90°

40 1512(154) 2138(218) 2619(267) 3025(308)

50~100 2556(261) 3615(369) 4427(451) 5113(521)

125, 150 2727(278) 3856(393) 4723(481) 5454(556)

200 3047(311) 4309(439) 5277(538) 6094(621)

종방향 설치각도

종방향 설치각도

횡방향 설치각도

θ

0°

90°

종방향 설치각도

종방향 설치각도

횡방향 설치각도

0°

90°

θ

"A"

#SB45K

FireProtectionPipe

#087K #088K

#080K

#SB35K

#071K

BM25A

#411K
(40A~200A)

#SB45K

#087K #088K

#080K

"A"

#SB35K

#071K

BM25A

#411K
(40A~200A)

Fire

Protection

Pipe

횡방향 구성도 종방향 구성도

횡방향 종방향



Copyright © 2014 by UNOVICS ENC All Rights Reserved.16 SEISMIC MITIGATION SYSTEM
UNOVICS  ENC

•설치 각도(θ) : 60°~90°

•시스템 배관 : 50A~150A

•지지대 : KS D 3562-Sch.40-25A

•전단볼트 : 볼트머리 파손 될 때까지 체결

•종방향 버팀대간 최대간격은 24m 미만으로 설치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말단부 거리는 12m 미만으로 설치

*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참조

"A" - 구조별 설치 상세도 설치 각도

강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인정번호 : 버팀 19-13

"A"

#080K

#411K
(50A ~ 150A)

FireProtection
Pipe

BM25A

#SB35K

종방향 설치각도

종방향 설치각도

횡방향 설치각도

0°

90°

θ

시스템 배관
호칭지름 

(A)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60° ~ 89° 90°

50~100 2619(267) 3025(308)

125, 150 4199(428) 4849(494)

#07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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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각도(θ) : 45°~90°

•시스템 배관 : 40A~100A

•지지대 : JIS G 3101, 1/2inch Rod 

•전단볼트 : 볼트머리 파손 될 때까지 체결

•횡방향 버팀대간 최대간격은 12m 미만으로 설치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말단부 거리는 1.8m 미만으로 설치

*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참조

"A" - 구조별 설치 상세도 설치 각도

강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인정번호 : 버팀 19-32

"A"

#SB45K

#087K #088K

#081K

Fire

Protectio
n

PipeBM1/2R

시스템 배관
호칭지름

(A)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45° ~ 59° 60° ~ 89° 90°

40~100 2138(218) 2619(267) 3025(308)

#412K
(40A~100A)

0°

90°

θ

특허출원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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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방향

시스템 배관
호칭 지름

(A)

버팀 17-37, 17-22, 18-60 (종)용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30° ~ 44° 45°~ 59° 60° ~ 89° 90°

40, 50 1512(154) 2138(218) 2619(267) 3025(308)

65~100 1512(154) 2138(218) 2619(267) 3025(308)

125, 150 2424(247) 3428(349) 4199(428) 4849(494)

200 3047(311) 4309(439) 5277(538) 6094(621)

횡방향
&

종방향

시스템 배관
호칭 지름

(A)

버팀 18-59(횡·종)용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30° ~ 44° 45°~ 59° 60° ~ 89° 90°

40 1512(154) 2138(218) 2619(267) 3025(308)

50~100 2556(261) 3615(369) 4427(451) 5113(521)

125, 150 2727(278) 3856(393) 4723(481) 5454(556)

200 3047(311) 4309(439) 5277(538) 6094(621)

횡방향

시스템 배관
호칭 지름

(A)

버팀 17-39 (횡)용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30° ~ 44° 45°~ 59° 60° ~ 89° 90°

65~100 2727(278) 3856(393) 4723(481) 5454(556)

125, 150 3047(311) 4309(439) 5277(538) 6094(621)

종방향

시스템 배관
호칭 지름

(A)

버팀 19-13 (종)용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60° ~ 89° 90°

50~100 2619(267) 3025(308)

125, 150 4199(428) 4849(494)

제품 사양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버팀대 인정을 받은 제품임

•버팀 17-37은 횡·종 모두 사용할 수 있음

•재질 : 탄소강

•부품명 : 소방배관연결장치

•종방향,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위한 구속장치

•#071K 제품과 함께 사용

•시스템배관 사이즈 : 40A~200A

•40A 제품에는 별도의 스페이서 삽입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 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UNOSB #411K

UNOSB #071K
•재질 : 구상흑연주철

•부품명 : 소방배관연결장치 어댑터

•종방향,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위한 구속장치

•#411K, #413K 제품과 함께 사용

• 설치시 전단볼트를 손으로 최대한 조인 후, 추가적으로 볼트머리가 

파손될 때까지 체결

• 전단볼트의 머리 파손으로 인해 별도의 토크렌치 없이 적정 설계 

토크로 설치 가능하며 설치가 적절히 되었는지 육안검사로 확인 가능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설치 각도별 최대 수평 사용 하중 N(kgf)

30° ~ 44° 45° ~ 59° 60° ~ 89° 90°

3047(311) 4309(439) 5277(538) 6094(621)

제품 사양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버팀대 인정을 받은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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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제품 사양

설치 각도별 최대 수평 사용 하중 N(kgf)

30° ~ 44° 45° ~ 59° 60° ~ 89° 90°

6094(621)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버팀대 인정을 받은 제품임

•재질 : 탄소강

•부품명 : 건축물부착장치

• 건축물부착장치는 건축물부착장치 어댑터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 가능

•회전고리로 인해 어떠한 각도에서도 설치 가능

•지지대는 JIS G 3101-1/2inch Rod (BM1/2R) 사용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가이드 참조

•설치각도 확인을 위한 눈금 표기됨

제품 특성

UNOSB #080K

제품 사양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버팀대 인정을 받은 제품임

•재질 : 구상흑연주철

•부품명 : 소방배관연결장치 어댑터①  및 건축물부착장치②

• 건축물부착장치는 건축물부착장치 어댑터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 가능

•배관연결장치 어댑터는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위한 구속장치

•회전고리로 인해 어떠한 각도에서도 설치 가능

• 설치시 전단볼트를 손으로 최대한 조인 후, 추가적으로 볼트머리가 

파손될 때까지 체결

• 전단볼트의 머리 파손으로 인해 별도의 토크렌치 없이 적정 설계 

토크로 설치 가능하며 설치가 적절히 되었는지 육안검사로 확인 가능

•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UNOSB #076K

강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①

②

소방배관연결장치 어댑터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30° ~ 44° 45°~ 59° 60° ~ 89° 90°

3047(311) 4309(439) 5277(538) 6094(621)

건축물부착장치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30° ~ 44° 45°~ 59° 60° ~ 89° 90°

6094(621)



Copyright © 2014 by UNOVICS ENC All Rights Reserved.20 SEISMIC MITIGATION SYSTEM
UNOVICS  ENC

특허등록UNOSB #412K

•재질 : 탄소강

•부품명 : 소방배관연결장치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위한 구속장치

•적용가능배관 : STEEL

•시스템배관 사이즈 : 40A~100A

•지지대는 JIS G 3101-1/2inch Rod (BM1/2R) 사용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버팀대 인정을 받은 제품임

제품 사양

횡방향

시스템 배관
호칭 지름

(A)

버팀 19-32

설치 각도별 최대 수평 사용 하중 N(kgf)

45°~ 59° 60° ~ 89° 90°

40~100 2138(218) 2619(267) 3025(308)

설치 각도별 최대 수평 사용 하중 N(kgf)

45° ~ 59° 60° ~ 89° 90°

3025(308)

제품 사양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풀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버팀대 인정을 받은 제품임

•재질 : 탄소강, 구상흑연주철 

•부품명 : 건축물부착장치

• 건축물부착장치는 건축물부착장치 어댑터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 가능

•회전고리로 인해 어떠한 각도에서도 설치 가능

•지지대는 JIS G 3101-1/2inch Rod (BM1/2R) 사용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UNOSB #081K

강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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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가지배관고정장치-SYSTEM)

횡방향
(#300K & #615K)

시스템 배관
호칭 지름

(A)

설치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 N(kgf)

45°~ 59° 60° ~ 89° 90°

25~50 1530(155) 1870(190) 2160(220)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한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재질 : 탄소강

•부품명 : 가지배관 고정장치 행거

•시스템배관 사이즈 : 25A~50A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의 흔들림을 구속하기 위한 장치

•3/8inch, 1/2inch Rod 사용 가능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UNOSB #300K

•재질 : 탄소강

•부품명 : 가지배관 고정장치 행거 건축물부착장치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 가능

•3/8inch, 1/2inch Rod 사용 가능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UNOSB #615K

콘크리트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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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in. (mm)

Model ROD
in. (mm)

#105-1 3/8 (9.53)

#105-2 1/2 (12.7)

제품 사양

•ROD는 inch 규격 제품 사용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제품 사양
Dimension in. (mm)

Model ROD
in. (mm) Rod Make-up

#615-1 3/8 (9.53) 0.78 (19.8)

#615-2 1/2 (12.7) 0.72 (18.3)

•ROD는 inch 규격 제품 사용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NFPA 13

PIPE ROD
in. (mm)

1 WT.
(kgf)

5WT.+250
(kgf)

UL TEST LOAD
(kgf)

25A 3/8(9.53) 13 183 340

32A 3/8(9.53) 19 213 340

40A 3/8(9.53) 24 236 340

50A 3/8(9.53) 34 287 340

65A 3/8(9.53) 53 381 385

제품 사양

•ROD는 inch 규격 제품 사용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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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 구상흑연주철

•부품명 : 건축물부착장치 어댑터

• 강구조 부재의 수평 또는 수직 플랜지에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장착 

하기 위한 용도

•두께가 최대 30mm까지인 플랜지에 설치 가능

• 설치 시 전단볼트를 손으로 최대한 조인 후, 추가적으로 볼트머리가 

파손될 때까지 체결

• 전단볼트의 머리 파손으로 인해 별도의 토크렌치 없이 적정 설계 

토크로 설치 가능하며 설치가 적절히 되었는지 육안검사로 확인 가능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UNOSB #089K

제품 사양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한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버팀대 인정을 받은 제품임

설치 각도별 최대 수평 사용 하중 N(kgf)

30° ~ 44° 45°~ 59° 60° ~ 89° 90°

5454(556)

설치 방향

XX

ZZ
YY

설치 유형

ㄱ 형강 H-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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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각도별 최대 수평 사용 하중 N(kgf)

30°~ 44° 45° ~ 59° 60° ~ 89° 90°

6094(621)

제품 사양

설치 유형 설치 방향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X, Y, Z 전 방향 각도별 최대 사용 하중은 동일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버팀대 인정을 받은 제품임

•재질 : 구상흑연주철

•부품명 : 건축물부착장치 어댑터

• 강구조 부재의 수평 또는 수직 플랜지에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장착

하기 위한 용도

•#087K : 두께가 최대 20mm까지인 플랜지에 설치 가능

#088K : 두께가 최대 30mm까지인 플랜지에 설치 가능

• 설치시 전단볼트를 손으로 최대한 조인 후, 추가적으로 볼트머리가 

파손될 때까지 체결

• 전단볼트의 머리 파손으로 인해 별도의 토크렌치 없이 적정 설계 

토크로 설치 가능하며 설치가 적절히 되었는지 육안검사로 확인 가능

•설치 및 조립은 제품 설치가이드 참조

제품 특성

UNOSB #087K & #088K

ㄱ 형강 H-BEAM

X

Z

Y

#087K

#08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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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길이
(mm)

세장비
호칭지름

(A)

최소
회전반경

(mm)
용도

설치 각도별 최대 수평 사용 하중N(kgf)

30°~44° 45°~59° 60°~90°

500 46.7

25A 10.7 지지대

26928(2745) 38073(3881) 46637(4754)

1000 93.5 17668(1801) 24986(2547) 30597(3119)

1500 140.2 8358(852) 11811(1204) 14470(1475)

2000 186.9 4699(479) 6641(677) 8142(830)

2500 233.6 3021(308) 4267(435) 5229(533)

3000 280.4 2090(213) 2953(301) 3610(368)

3200 300 1833(187) 2589(264) 3172(323)

제품 사양

제품 사양

• 재질 : 탄소강

• KS D 3562-Sch.40-25A 파이프 사용

제품 특성

BM25A

•제품사양 관련 수치 값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 버팀대 인정기준 별표 4 참조

•제품사양 관련 수치 값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흔들림방지 버팀대 인정기준 별표4 참조

BM1/2R

• 재질 : 탄소강

•JIS G 3101, 1/2inch Rod 사용

제품 특성

지지대 길이
(mm)

세장비
호칭지름

(A)

최소
회전반경

(mm)
용도

설치 각도별 최대 수평 사용 하중N(kgf)

30°~44° 45°~59° 60°~90°

250 97.5

1/2inch
ROD

2.565 지지대

3655(373) 5174(528) 6330(646)

500 194.9 1078(110) 1519(155) 1862(190)

760 296.3 480(49) 676(69) 8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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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DATA

1) 추천 ø로 천공(햄머드릴 또는 코어드릴)을 한다

2) 천공된 내부홀의 먼지를 청소한다

3) 천공된 홀에 VNFA 앵커를 삽입한다

4) 토오크 렌치를 이용하여 적정 토오크 값으로 셋팅 완료한다

하중 DATA
하중 저항 값(KN) - 균열 콘크리트 C20/25

설계하중

VNFA 10 VNFA 12 VNFA 16 VNFA 20 VNFA 24
  인장하중     NRd 9.3 13.3 18.8 24.0 33.5
  전단하중     VRd 16.0 23.6 44.0 56.0 68.8

하중 저항 값(KN) - 균열 콘크리트 C20/25

추천하중

VNFA 10 VNFA 12 VNFA 16 VNFA 20 VNFA 24
  인장하중     NR 6.2 9.5 13.4 17.1 24.0
  전단하중     VR 12.2 17.5 31.4 44.6 57.5

기술 DATA

제품명
천공 공칭 직경

do (mm)
천공 깊이
h1 (mm)

유효 앵커 정착 깊이
hef (mm)

앵커길이
(mm)

피부착재포함 천공깊이
td (mm)

렌치 사이즈
SW (mm)

필요한 토크
Tist (Nm)

VNFA 10/10 10 85 60 95 85 17 45

VNFA 12/10 12 100 70 110 100 19 60

VNFA 16/25 16 135 85 148 135 24 110

VNFA 20/30 20 155 100 172 155 30 200

VNFA 24/30 24 185 125 205 185 36 270

제품특징 및 사용시 이점

•다양한 길이로 피부착재 두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양

•이중확장 슬리브로 인하여 앵커간 간격과 모서리 거리가 짧음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C12/15에서도 적용이 가능

• 천공된 홀에 스터드 앵커를 삽입할 때 헤드부분이 강성이 있어 나사선 부분 망실이 생기지 

않음

•균열 및 비균열 콘크리트에서도 높은 저항 성능을 나타냄

•화재 저항 테스트를 거친 우수한 메탈 앵커

td

VNFA

•연단거리에 따라 저항값은 변경될 수 있음

•이외 Size 및 기타 기술 데이터의 경우 기술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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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DATA

1) 추천 ø로 천공(햄머드릴 또는 코어드릴)을 한다

2) 천공된 내부홀의 먼지를 청소한다

3) 천공된 홀에 VNFA 앵커를 삽입한다

4) 토오크 렌치를 이용하여 적정 토오크 값으로 셋팅 완료한다

하중 DATA
하중 저항 값(KN) - 균열 콘크리트 C20/25

추천하중

VNFA-K 8 K VNFA-K 10 K VNFA-K 12 K
  인장하중     NR 2.6 4.3 6.1
  전단하중     VR 8.9 11.3 18.8

기술 DATA

제품명
천공 공칭 직경

do (mm)
천공 깊이
h1 (mm)

유효 앵커 정착 깊이
hef (mm)

앵커길이
(mm)

피부착재포함 천공깊이
td (mm)

렌치 사이즈
SW (mm)

필요한 토크
Tist (Nm)

VNFA-K 10/10 K 10 65 40 75 65 17 45

VNFA-K 10/20 K 10 75 40 85 75 17 45

VNFA-K 12/10 K 12 80 50 90 80 19 60

VNFA-K 12/20 K 12 90 50 100 90 19 60

제품특징 및 사용시 이점

•다양한 길이로 피부착재 두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양

•이중확장 슬리브로 인하여 앵커간 간격과 모서리 거리가 짧음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C12/15에서도 적용이 가능

• 천공된 홀에 스터드 앵커를 삽입할 때 헤드부분이 강성이 있어 나사선 부분 망실이 생기지 

않음

•균열 및 비균열 콘크리트에서도 높은 저항 성능을 나타냄

•화재 저항 테스트를 거친 우수한 메탈 앵커

td

•연단거리에 따라 저항값은 변경될 수 있음

•이외 Size 및 기타 기술 데이터의 경우 기술문의 바람

VNF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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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SH ANCHOR

제품특징 및 사용시 이점

•앵커속에 있는 확장용 쐐기가 정확히 앵커를 확장시켜 안정된 인발력을 가짐

•앵커의 길이가 짧아 시공이 용이

•내부에 암나사가 있는 중간 하중용 앵커

•세팅 후 4개의 셋팅 표시로 시공성 확인

•HKV: Approval/앵커 메뉴얼이 없으며 구조재가 아닌 부위에 적용

시공 DATA

•연단거리에 따라 저항값은 변경될 수 있음

•이외 Size 및 기타 기술 데이터의 경우 기술문의 바람

기술 DATA

제품명 내부 나사직경
앵커길이

(mm)
천공직경

(mm)
천공깊이

(mm)
추천인발하중
(kN,C20/25)

추천전단하중
(kN,C20/25)

HKD M6 x 25 M6 25 8 27 3.0 2.9 

HKD M8 x 30 M8 30 10 33 3.9 4.9 

HKD M10 x 30 M10 30 12 33 3.9 5.7 

HKD M10 x 40 M10 40 12 43 6.1 6.4 

HKD M12 x 50 M12 50 15 54 8.5 10.5 

HKD M16 x 65 M16 65 20 70 12.6 19.3 

HKD M20 x 80 M20 80 25 85 17.2 28.3 

HKD M3/8” x 30 3/8” 30 12 33 3.9 5.7 

HKD M1/2” x 50 1/2” 50 15 54 8.5 10.5 

HKD M3/8” × 30 Bucket 3/8” 30 12 35 3.8 4.2 

HKV 쐐기앵커 3/8” × 30 3/8” 30 12 35 2.8 5.7 

HKV 쐐기앵커 1/2” × 50 1/2” 50 15 55 6.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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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ow Core PC Slab 후설치 앵커시스템

•전용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설계

•다양한 Hollow Core PC Slab 구조를 만족할 수 있는 구조

•내진성적서 보유 앵커 적용

•위의 표 값은 ETA-15/0352와 IEA의 자료에 근거한 내용임. 

•해석결과값은 Seismic Category C1을 적용한 LRFD 값임.

Model. 적용앵커
앵커설치
개소(EA)

설계 하중(kN)

인장하중 전단하중

HSA-6 FBS II - M6 6 8.5 10.7

HSA-8 FBS II - M6 8 11.3 14.2

HSA-OPT

•콘크리트 강도 40Mpa

•적용 앵커 상세정보 : FBS II 카다로그 참조.

•앵커전문회사의 전용 설계 해석프로그램 사용 최적설계안 도출

인장하중 전단하중

•HSA의 기본모델 

•Hollow Core Slab의 구조에 따라 최적설계 가능 

Hollow core Pc Slab

HSA HSA

caa

A

c
b

b

d

d

B

M12 TAP

8-8x14 SLOT

TH
K

적용 분야

제품 특성

해석 결과

제품 사양

HOLLOW CORE PC SLAB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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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DATA

기술 DATA

제품명
나사 외경

(mm)
앵커길이

(mm)
천공직경

(mm)
천공깊이

(mm)
유효 앵커 정착 싶이

(mm)
필요한 토크                     
Tist (Nm)

FBS II 6 X 40 7.5 40 6 50 32~35 10

FBS II 6 X 60 7.5 60 6 70 32~55 10

•연단거리 및 앵커간격에 따라 저항값은 변경될 수 있음

•이외 앵커Size 및 기타 기술 데이터의 경우, 기술문의 바람

제품특징 및 사용시 이점

•내진성능 인증 ETA C1/C2

•다양한 길이로 피부착재 두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양

•균열 및 비균열 콘크리트 사용 가능

•화재 저항 테스트를 거친 우수한 메탈 앵커

하중 저항 값(KN) - 균열 콘크리트 C20/25

추천하중

FBS II 6 X 40 FBS II 6 X 60
  인장하중     NR 1.2 2.4
  전단하중     VR 4.3 6.3

FBSⅡ

HIGH PERFORMANCE CONCRETE SCREW

•연단거리 및 앵커간격에 따라 저항값은 변경될 수 있음

•이외 앵커Size 및 기타 기술 데이터의 경우, 기술문의 바람

시공 DATA

1) 추천 ø로 천공(햄머드릴 또는 코어드릴)을 한다

2) 천공된 내부홀의 먼지를 청소한다

3) 임팩트 헤머나 토오크 렌치를 이용하여 적정 토오크 값으로 설치한다

4) 정확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육안검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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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DATA

기술 DATA

제품명 내부 나사직경
앵커길이

(mm)
천공직경

(mm)
천공깊이

(mm)

유효 앵커 정착 싶이

du(mm)

최대 임팩트 토크

Timp,max (Nm)

FHY M6 M6 37 10 50 30 10

FHY M8 M8 43 12 60 30 10

FHY M10(Seismic) M10 52 16 65 30 20

•할로우코어 슬래브의 웹(web) 두께, 및 연단거리에 따라 저항값은 변경될 수 있음

•이외 앵커Size 및 기타 기술 데이터의 경우, 기술문의 바람

제품특징 및 사용시 이점

•할로우코어 슬래브에 적용이 가능한 앵커볼트

•엠보싱 처리된 엣지(edge)가 모재와의 미끄러짐을 방지

•최적화된 확장용 쐐기로 인해 설치가 간편하고 안전된 인발력을 가짐

•내부에 암나사가 있는 중간 하중용 앵커

•균열 및 비균열 콘크리트 사용 가능

하중 저항 값(KN) - 균열 콘크리트 ≤ C45/55

추천하중

(du ≥ 30mm)

FHY M6 FHY M8 FHY M10
  인장하중     NR 0.9 0.9 1.2
  전단하중     VR 0.9 0.9 1.2

FHY

HOLLOW CEILING ANCHOR

•이외 앵커Size 및 기타 기술 데이터의 경우, 기술문의 바람

시공 DATA

1) 추천 ø로 천공(햄머드릴 또는 코어드릴)을 한다

2) 천공된 홀에 FHY 앵커를 삽입한다

3) 전산나사 또는 로드(rod)와 너트를 조립한다

4) 토오크 렌치를 이용하여 적정 토오크 값으로 셋팅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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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관

•기타 수평배관

•변위 제한 및 감쇠 성능을 요구하는 장비

•입상관의 팽창과 수축 시 발생하는 응력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을 방지

•유체 진동 및 충격에 의해 발생되는 고체음 차단이 용이

•입상관의 팽창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인장하중에 의해 상·하부 하우징이 파손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하부 수직제한장치를 보강 설계

•모든 방향에 대하여 1.0g 이상의 지진력에 의한 등가정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품 특성

적용 특징

Model Rated Cap.
(kgf) 

Rated Def.
(mm) 

Dimensions (mm) Max. G-Rating 

A H Vertical Limit Stopper
(Dia. × thk)

By static
 equivalent

seismic load
Seismic

Test*

SVAG-75 200 2.8 75 114 50 × 6 

1G All
Directional 

Load 
Ratings

-

SVAG-200 1300 6.0 100 145 65 × 9 2.1

SVAG-350 5400 6.4 150 178 100 × 12 -

SVAG-600 13600 6.9 250 280 160 × 16 -

SVAG-800 22700 6.9 300 345 200 × 16 -

제품 사양

CR 고무 부싱

수직제한장치

A

H

A

스틸 하우징

CR 고무

입상배관

RPC 파이프 클램프

SVAG

앵커볼트

입상배관

RPC 파이프 클램프

SVAG

용접

H-Beam

앵커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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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재질 : Steel, Copper, SUS

Hole (Bolt Dia. + 5mm)

W

•동관 및 SUS인 경우 전이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부싱 및 절연와셔 사용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Rated Capacity는 하중 성능 Test에 의한 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RISER PIPE SEISMIC CLAMP

제품 사양

Model NPS

Rated Cap. (kgf) Dimension (mm)

Vertical direction Horizontal direction L W Bolt

RPC - 50 50 420 220 310 50 M12 × 50

RPC -  65 65 600 220 350 50 M12 × 50

RPC -  80 80 840 220 390 50 M12 × 50

RPC - 100 100 1200 400 460 65 M16 × 75

RPC - 125 125 1800 460 490 90 M16 × 75

RPC - 150 150 3200 1000 560 100 M16 × 75

RPC - 200 200 3200 1000 610 100 M20 × 90

RPC - 250 250 4200 1400 710 100 M20 × 90

RPC - 300 300 4200 2800 750 100 M20 × 90

RPC - 350 350 4200 2800 790 100 M22 × 100

RPC - 400 400 5600 3500 940 100 M22 × 120

RPC - 450 450 5600 3700 1050 100 M22 × 120

RPC - 500 500 5600 4400 1150 125 M22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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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적용 예

X-axis Z-axis Combined Load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3축 진동대 실험시 측정된 최대가속도 값임 (ICC-ES AC156, z/h=1)

수평 변위 제한형 스토퍼의 경우 수직이동 방지부가 없음

 수평·수직 변위 제한형 스토퍼의 경우 수직이동 방지부 및 높이(H) 변경 가능

 100 - 800 SIZE

 수평 변위 제한형 수평·수직 변위 제한형

•지진 발생 시 장비의 수평이동 및 전도 방지를 위해 사용

• 장비 정착부의 인장력을 고려하여 수평 변위 제한형 및 수평·수직 변위 

제한형 스토퍼로 구분하여 적용

• 모든 방향에 대하여 1.0g 이상의 지진력에 의한 등가정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적용 분야

제품 특성

콘크리트에 앵커로 고정시 마운트의 허용 지진하중 커브임

VSSP

V
er

tic
al

 L
oa

ds
 [k

gf
] (

Te
ns

io
n)

Horizontal Loads [kgf]

500

1000

1500

2000

2500

500 1000 1500 2000 25000
0

  허용 지진하중 커브

1.  이동 및 전도 모멘트를 포함하여, 마운트

의 수직 및 수평하중을 계산

2.  제품의 사양 선정 시, 제품에 작용하는 

수직 및 수평 하중은 반드시 지진하중 커

브 내에 위치하여야 함

100

200

800

1200

2000

400

제품 사양

해석 결과

 1200 - 2000 SIZE

CR 고무 패드 수직이동 방지부

스틸 플레이트

D**

H***

W
b

c

a
L

AHD**

H***

W

a
Lc

AH

D**

H***

A TYPE B TYPE

Model
Rated
Cap. 
(kgf)

Dimensions (mm) Max. G-Rating

L W a b c D** H*** AH 
By static

equivalent
seismic load

Seismic
Test*

VSSP-100-A
100 130 70 100 - 35 40 90 12

1.0

-
VSSP-100-B

VSSP-200-A
200 180 100 140 - 50 40 100 14 -

VSSP-200-B

VSSP-400-A
400 200 125 150 - 63 60 125 18 1.9

VSSP-400-B

VSSP-800-A
800 300 150 250 - 75 80 150 22 1.9

VSSP-800-B

VSSP-1200-A
1200 300 250 240 160 45 80 250 22 2.0

VSSP-1200-B

VSSP-2000-A
2000 380 300 300 200 50 100 300 26 -

VSSP-2000-B

VSSP-OPT 현장 상황과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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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적용 예

X-axis Z-axis Combined Load

 수평 변위 제한형 수평·수직 변위 제한형

적용 분야

제품 특성

콘크리트에 앵커로 고정시 마운트의 허용 지진하중 커브임

VSSP(TESTED)

V
er

tic
al

 L
oa

ds
 [k

gf
] (

Te
ns

io
n)

Horizontal Loads [kgf]

500

1000

1500

2000

3000

25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0
0

1000

1600
2600

500

제품 사양

해석 결과

•지진 발생 시 장비의 수평이동 및 전도 방지를 위해 사용

• 장비 정착부의 인장력을 고려하여 수평 변위 제한형 및 수평·수직 변위 

제한형 스토퍼로 구분하여 적용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Rated Capacity는 하중 성능 Test에 의한 값임

•발주 시 앵커 사이즈 표기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서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수평 변위 제한형 스토퍼의 경우 수직이동 방지부가 없음

수평·수직 변위 제한형 스토퍼의 경우 수직이동 방지부 및 높이(H) 변경 가능

  허용 지진하중 커브

1.  이동 및 전도 모멘트를 포함하여, 마운트

의 수직 및 수평하중을 계산

2.  제품의 사양 선정 시, 제품에 작용하는 

수직 및 수평 하중은 반드시 지진하중 커

브 내에 위치하여야 함

D*

W C

a
L

AH

D*

H**

A TYPE B TYPE

Model
Rated
Cap. 
(kgf)

Dimensions (mm)

Anchor L W a C D* H** AH

VSSP-500-A
400 M12

150 100 100 50 60 285

14

500 M16 18

VSSP-500-B
400 M12 14

500 M16 18

VSSP-1000-A
800 M16

200 100 150 50 80 288

18

1000 M20 22

VSSP-1000-B
800 M16 18

1000 M20 22

VSSP-1600-A
1200 M16

300 125 240 60 80 288

18

1600 M20 22

VSSP-1600-B
1200 M16 18

1600 M20 22

VSSP-2600-A
2000 M20

380 150 300 75 100 288

22

2600 M24 26

VSSP-2600-B
2000 M20 22

2600 M24 26

H**



Copyright © 2014 by UNOVICS ENC All Rights Reserved.36 SEISMIC MITIGATION SYSTEM
UNOVICS  ENC

설치 적용 예

적용 분야

제품 특성

제품 사양

•지진 발생 시 장비의 수평이동 및 전도 방지를 위해 사용

• 이동·전도방지형의 경우에는 높이조절 가능여부에 따라 

   높이고정형(A TYPE)과 높이조절형(AH TYPE)으로 구분

•충격완충, 고체음 및 진동전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CR고무패드 적용

•본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인정을 받은 제품임

이동·전도방지형

Model
RatedCap. (kgf) Dimensions (mm)

VERTICAL HORIZONTAL Anchor L W a b D* H AH

VSSP-401-KAH 400 400 M16 250 78 58 200 50 171~ 265 18

VSSP-801-KA 800 800 M16 200 100 50 150 74 275 18

이동방지형

Model
RatedCap. (kgf) Dimensions (mm)

VERTICAL HORIZONTAL Anchor L W a b D* H AH

VSSP-401-KB - 400 M12 200 100 50 150 - 150 14

VSSP-601-KB - 600 M16 250 78 58 200 - 190 18

스토퍼에 대한 설치방법은 설치 매뉴얼에 따른다

방진스프링

스토퍼
스토퍼스토퍼

•제품 사양 관련 수치는 공칭값임

•수평 변위 제한형 스토퍼의 경우 수직이동 방지부가 없음

•앵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방법은 앵커제조사의 설치 매뉴얼을 따름

인정번호 : 스토퍼 19-1, 19-2
스토퍼 22-5, 22-6

 이동방지형

 이동·전도방지형

VSSP-801-KA

VSSP-401-KB

VSSP-401-KAH

VSSP-601-KB

레벨조절볼트

체결토크 72N·m

D*

H

a
W

a
W

b

L

b

L

AH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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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의 운전 시 발생되는 충격하중에 대하여 부가하중을 이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최소화하는 방진 베이스임

• 설치되는 펌프 하중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지진력에 의한 등가 

정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품 특성

•ㄷ-찬넬

•내진용 방진 스프링 (SVOS 등 적용)

•브라켓

•조절볼트

제품 구성

•펌프

•기타 베이스 필요 장비

제품 용도

고장력볼트(12.9)

ㄷ-찬넬(150x75x6.5t)

ㄷ-찬넬(150x75x6.5t)

ㄱ-앵글(65x65x8t)

콘크리트(시공자 타설)

15
0

A

하부철판 부착(1.6t)

ㄱ-앵글(65x65x8t)

고장력볼트
(By Others)

ㄷ-찬넬

15
0

A

보강철근 콘크리트(시공자 타설)

 PBC Inertia Base  PBD Steel Base

A : SVOS-A1-150 ~ 300 = 155mm ± 5
A : SVOS-A1-400 ~ 1000 = 193mm ± 5

• 본 제품의 규격 및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도 있음

15
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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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방향 버팀대

공동주택 세대 내부용 종방향 버팀대

수평배관 4방향 버팀대(횡+종)

종방향 버팀대

가지배관 말단 버팀대

입상배관 4방향 버팀대(횡+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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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스토퍼 - 제어반

내진 스프링 마운트 - 팬

내진 스프링 행거 - 인라인팬

내진 스토퍼 - 펌프

내진 스프링 마운트 - 냉각탑

내진 스프링 행거 - 덕트 및 인라인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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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파이프
(25A, Sch.40)

소방배관

Steel Structure

UNOSB #087K & #088K

UNOSB #080K

UNOSB #071K

UNOSB #411K 

L

Angle

지지대 파이프
(25A, Sch.40)

소방배관

Steel Structure

UNOSB #087K & #088K

UNOSB #076K

UNOSB #071K

UNOSB #411K 

L

Angle

Wall

소방배관

지지대 파이프
(25A, Sch.40)

VNFA 12/10

UNOSB #071K

UNOSB #076K

UNOSB #411K 

L

(FAZ II 12/10)

Angle

Wall

소방배관

지지대 파이프
(25A, Sch.40)

UNOSB #071K

UNOSB #411K 

L

VNFA 12/10
(FAZ II 12/10)

UNOSB #080K Angle

VNFA 12/10

Ceiling
(FAZ II 12/10)

소방배관

UNOSB #412K 

Ang
le

지지대
(전산볼트, 1/2")

(강관)

UNOSB #081K

Ang
le

Steel Structure

지지대
(전산볼트, 1/2")

소방배관
(강관)

UNOSB #412K 

UNOSB #081K

UNOSB #087K or 088K

Angle

지지대
25A~50A

#073K

#415K

#078K

#089K

Angle

#073K

#415K

지지대
25A~50A

#078K

VNFA M12

심볼 심볼

입상배관 4방향 버팀대 상세도(KFI) - 콘크리트

입상배관 4방향 버팀대 상세도(KFI) - 철골

입상배관 4방향 버팀대 상세도(KFI) - 콘크리트, 철골

입상배관 4방향 버팀대 상세도(KFI) - 콘크리트, 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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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I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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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신뢰성 검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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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등록증











소음·진동 컨설팅 및 기술용역

■ 건축구조물 소음·진동 영향평가

■ 반도체 LCD공장 소음·진동 영향평가

■ 지하철/철도역사 소음·진동 영향평가

■ 스포츠센터 소음·진동 영향평가

■ PLANT 소음·진동 영향평가

내진 제품

■ 소방 내진

■ 내진 스프링마운트/행거(Seismic Spring Mount/Hanger)
■ 내진 고무마운트(Seismic Rubber Mount)
■ 내진 스누버(Seismic Snubber)
■ 내진 스토퍼(Seismic Stopper)
■ 내진 브레이스/클램프(Seismic Brace/Clamp)
■ 내진 앵커 및 가이드(Seismic Anchor & Guide)
■ 내진용 앵커 볼트

■ 입상관 내진용 파이프 클램프

내진·충격저감 컨설팅 및 기술용역

■ 기계 분야

■ 소방 분야

■ 전기 분야

SEISMIC ISOLATORS & RESISTANCE SYSTEM

URL : http://www.unov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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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내진·소음진동방지 전문기업•KFI 인정 / ISO9001/14001인증 / KS표시인증업체

본사 및 기술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A동) 707호

TEL. (031) 625-4540    FAX. (031) 625-4541

안성공장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만세로 726-35

TEL. (031) 671-0651~2    FAX. (031) 671-0653

(주)베인테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1동 714호(에이스평촌타워)

TEL. (02) 867-6467    FAX. (02) 868-6467

(주)하이텍이엔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71, 1205호    

TEL. (02) 523-4783    FAX. (02) 523-4786

성안ENC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팩스 B동 510호    

TEL. (031) 698-7838    FAX. (031) 698-7836

레이어드시스템(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20, 아이에스센트럴타워 9층 906호    

TEL. (02) 2135-4768    FAX. 070-4070-4767

연수산업 주식회사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78, 736호(가산동, 가산테라타워)    

TEL. (02) 431-0955    FAX. (02) 431-0956

신풍에스엔티(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22(궁내동)    

TEL. (031) 718-5611    FAX. (031) 718-5613

이노브ENG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8-38, 903호 (장항동, 호수그린)

TEL. (031) 902-1343    FAX. (031) 902-1393

라온TEC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 1로 20(영천동) 삼성테크노타워 811호

TEL. (031) 373-6473    FAX. (031) 601-9132 

(주)하나종합테크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59, 4층 405호(삼산동, 미라쥬타워)

TEL. (032) 505-4059    FAX. (032) 505-4013

(주)제이디이엔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27동 303, 304호(호계동)

TEL. (031) 454-4743    FAX. (031) 624-0445

원진이엔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55-2 YJ빌 501호

TEL. (042) 226-8013    FAX. (042) 933-8013

신흥코리아

부산시 금정구 수림로72번길 160, 1504호(구서동, 대보드림채)   

TEL. (051) 583-8034    FAX. (051) 583-8035

베스트이엔씨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송산12길 4   

TEL. (053) 262-3245    FAX. (053) 262-3247

낙원엔지니어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199번길 8-1

TEL. (054) 281-5697    FAX. (054) 281-5690

세울이엔지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5번길 16, 202동 214호(매월동)    

TEL. (062) 603-3394    FAX. (062) 603-3395

에스제이상사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889(여천동)    

TEL. (061) 686-8218    FAX. (061) 653-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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