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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usults from Building Material Ins tue

TEST REPORT ON
FIRE RESISTANCE OF FIRE DAMPER

(No. 213.21.KC.NCPCC)

Client:    Star Asia JSC
Add. :  3rd floor, Interserco Bldg, 17 Pham Hung str., My Dinh 1 dist.,
  Nam Tu Liem dist., Hanoi
Sample: Fire damper with fuse link FD (code S-FD-FS)
  Motorised Fire Damper MFD (code S-FD-M)
Contract No.: 159/2021 VKC 

Conduct team:
Head of team: Nguyen Trung Kien (signed)

Collaborators:
1. Nguyen Thi Ngoc Diep (signed)
2. Ha Van Hanh (signed)
3. Thanh Huu Hong Giang
4. Nguyen Viet Son (signed)
5. Dao Duy Anh (signed)
6. Le Dac Chau (signed)

Hanoi, Nov. 26, 2021

LAS - XD 416

Fire Prevention
Researching dept.

Pham Minh Dien
(signed)

General dept.

Nguyen Phuong Tung
(signed)

Institute Building of 
Structure

On behalf of Director
Vice Director

Hoang Anh Giang
( signed)sealed and Report No. 213.KC.NCPCC

--------------------------------
BM ISO FR 01-03

Vienam Institute for Building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 Building of Structure



Test reusults from Building Material Ins tue



Test reusults from Building Material Ins tue



Test reusults from Building Material Ins tue



Test reusults from Building Material Ins tue



Test reusults from Building Material Ins tue



Test reusults from Building Material Ins tue



Test reusults from Building Material Ins tue



Test reusults from Building Material Ins tue



Test reusults from Building Material Ins tue



Test reusults from Building Material Ins tue



Test reusults from Building Material Ins tue



Test reusults from Building Material Ins tue











방화 댐퍼는 국가기술규정: ( 에 의해 규제되는 화재 예방 및 진화 장비 디렉토리의 항QCVN 03:2021/BCA)
목이다. 화재진압에 관한 안전규정 에 의한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에 대한 안전성을 의QCVN 06:2021/BXD
무적으로 검사를 한 제품이다.

방화댐퍼 및 제연댐퍼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조업체에서 생산해야 한다.

1. 조건부 생산 및 사업분야 등록

2. 방화 댐퍼 생산을 위한 요건 충족 증명서

3. 6개월동안 유효한 제품의 테스트 보고서 

1. 제조업체와 고객 간의 수량, 종류, 크기, 치수 및 내화성 등급을 명확히 표시한 계약서.

2. 4 상대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제품의 테스트 보고서 ( 개 보고서)

3. 프로젝트의 이름과 주소

4. 계약에 따른 제품/장비 목록

5. 테스트 보고서의 설명과 같이 설치 방법을 준수하는 일반적인 제품의 설치 도면

1. 화재예방 및 소방안내센터에 문서파일 제출 (온라인)

2. Tt2 배송전 와 예약을 통해 제품/장비의 계산 및 로트를 평가해야한다. 제조업체의 테스트 보고서에 언급
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표본의 구성에 의해 평가 기록을 작성한다. 

3. 발송 및 수령 통지

4. 60 확인 인증서를 완료하는 시간: 제출일로부터 일

1. QCVN 03:2021/BCA의 요구사항에 따라 일반적인 샘플을 테스트한다.

2. 테스트된 샘플에 따라 제품을 생산 및 배송.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테스트에 적용된 것과 일치하는 실링 방법에 대해 계약자와 투자자에게 사전에 알려준다.

4. 관련 당국에 배송 전에 제품/장비의 로트를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요청한다.

5. 제품/장비 로트에 관한 확인 서류 등록 제출

1. 제품 카탈로그의 표준화된 구성으로 제조업체의 적절한 제품 코드 선택

2. 프로젝트의 제품 크기, 면적 등 목록을 제조업체에게 알려준다.

3. 프로젝트, 프로젝트 위치, 프로젝트 이름 등 관련 정보를 보낸다.

4. 제품 카탈로그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수령, 승인 및 보관하고 제품 수령 후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제품 카탈로그의 지침 및 테스트 보고서의 설명에 따라 올바른 장소에 제품 설치.

6. 테스트할때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적절한 밀봉/실링 재료를 사용한다. (내화성 접착제, 내화성 개
스킷, 볼트 등) 이러한 자재들은 제품의 판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사항: 이 문서의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테스트 보고서를 주의깊게 읽고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기술된 제품을 변경하는 그 어떠한 요구사항도 수용될 수 없으며, 구매자는 이러한 변경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계약자/투자자의 책임사항

인증 등록 서류

검증을 위한 등록 절차

제조업체의 책임사항

주의사항 및 확인절차



E120 

Fuse holder

Fuse

Blade handle
Quadrant
 +7% steps

Signal cable connector

FSLF24(-S) NSA  FSLF230(-S) NSA
Running time: 15 s Type: Normally open Activation  temp. to close: 70 +  2 o C

Model: S-FD-FSModel: S-F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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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다면 
부분



W1max=1200(mm) W2max=1200(mm)
W=W1+W2+...L210(mm)

Revit family CAD drawing

Download Download Download
3DPDF
PDF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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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ax=1200(mm)L210(mm)

FSLF24(-S) NSA  FSLF230(-S) NSA

Model: S-FD-M

Running time: 15 s Type: open - close 

E120

단면 

다면 
부분



E120

5mm 내화성 개스킷(석면)

5mm 내화성 개스킷(석면)



EI

FSLF24(-S) NSA  FSLF230(-S) NSA
Running time: 15 s Type: open - close 



댐퍼 폐쇄 소요시간 : 초15



(W-96)/n (mm) (W-96)/n (mm)

W+ 6 (mm)9

L= 60 3 .0 0

스타덕트 ( 의 멀티섹션 단열방화/제연댐퍼는 Starduct) BS-EN 15882-1 의 공개평가를 통해 일부 소형 댐퍼 
('모듈')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멀티섹션의 각 모듈은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한대로 완전한 기능을 갖춘 단
일섹션 댐퍼입니다. 

모듈의 최대 치수는 이어야 합니다. 의 # 베어링, 표준을 준수하는 미국 시W1200xH800xL600(mm) SKF 204 UL
장용 고속 반응 모터를 포함한 작동 메커니즘입니다.Belimo 

제품들은 균일한 품질과 국제표준을 얻기 위해 현대 생산라인의 스타덕트 기계공장에서 제작 및 완성됩니다.

댐퍼 폐쇄 소요시간 : 초15



Revit family CAD drawing

Download Download Download
3DPDF
PDF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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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방화 & 제연댐퍼



EI 120



EI 90

Mineral wool
Sealing plate

Sealing plateFire resist sealant

Installing direction

Motor

Fire resist wall

댐퍼 폐쇄 소요시간 : 초15





와

과부하 보호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분리하십시오.

액추에이터는 병렬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은 반드시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 

액추에이터에 전원이 공급되면 가 로 전환됩니다. S4 S6

보조 스위치는 끝위치 표시 또는 인터록 제어용입니다. 

이중 단열 

일부 모델은 접지

전기 접지 연결 없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cULus 

참고: 
* 여러 액추에이터를 병렬로 연결 가능. 
* 전력 소비량 모니터링 필요



(for FSLF230 US) (for FSLF230-S US)

FSNF24 US
FSNF230 US

FSAF24-S US 
FSAF230-S US 

(for FSAF230 US) (for FSAF230-S US)

FSAF24 US 
FSAF230 US 

FSLF24 US 
FSLF230 US 

FSLF24-S US 
FSLF230-S US 

(for FSTF230 US)

FSTF24 US 
FSTF120 US 
FSTF230 US 

FSTF24-S US
FSTF120-S US 
FSTF230-S US 

(for FSTF120 US)
(for FSTF230-S US)
(for FSTF120-S US)

(for FSNF230 US)

FSNF24-S US
FSNF230-S US

(for FSNF230-S US)

 
 

배선도 - 시리즈FS..  페일 세이프 개폐 액추에이터 



2

230V120V24V

• 열전 트리핑 장치 
• BAE72(-S), LED 미포함(별도 주문)
• BAE72(-S), LED 포함(별도로 주문할 수 없으며 액추에이터와만 통합됨)

전기 데이터 :   정격전압 AC/DC 24V

작동온도 
열 트립

Tf1: 72C덕트 외부온도 
Tf2, Tf3 : 72C내부 온도가 일 때 작동(교체 가능)

정격전압 AC/DC 24...240V
정격전류 1A
임피던스 <1Ω
연결 단자 스트립

작동온도
열 트립 

최대 온도 74°C

 에이전시 목록 Ul873 CSA C22.2 cULus 및 에 따라 목록된 NO. 24-93

• :열전 재설정 가능한 트리핑 장치     



Hộp bảo vệ thời tiết

FSAF, FSNF, FSLF 시리즈 액추에이터에 적용됨
 웨더쉴드 ZS-260 

제품구성:                                하우징: 주조, 구리 없음, 알루미늄
                                             커버 볼트 : 스테인리스강
                                             작동축 : 스테인리스강
 
배선구멍:                                D20 - 구멍 개(노트 참조)2 1 

작동축의 지름:                        12.7mm

작동축 위치:                           하우징 전면 또는 후면(필드 선택)

누름나사:                               3/8”-16 x 1.5” SS

승인된 신청서:                        UL 및 클래스 구역 CSA; I, 1&2
                                            그룹 B, C, D(Nema 7), 클래스 구역 그룹II, 1&2. 
                                            E, F, G(Nema 9), 클래스 위험(분류됨)III, 
                                            위치, 옥외 적용 NEMA 4

무게:                                     14.0kg ( 액추에이터 미포함)

참고 위험 장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피팅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두 해당 지1: 
역 및/또는 국가 전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본 제품의 사용 조건은 의 통제 밖에 있으므로, 구매자는 제품이 의도Belimo
된 용도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위험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ZS-260 인클로저는 필요한 액추에이터를 인클로저에 현장에서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작동축의 내부 부분에 고정되고 끝 부분은 회전 방지 스트랩으
로 고정됩니다. 과 같은 크랭크 암은 댐퍼 연결 장치에 연결하기 위해 작KH8
동 축의 외부 부분에 장착됩니다. 

직각 ZG-109 및 ZG-110 스탠드오프 장착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ZS-260은 하우징의 전면 또는 후면에 작동축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기술자료 응용

부속품:



 

 
 

EACH 6 MONTHS 

 | 

 | 

 | 

 | 

 | 

≥ 75 mm

≥ 200 mm

 

1

Use forklift to moveUse scissor lift to lift up

Do not walk,step on Do not drop, flip, roll

Dry unload and storage Sharp edge

설치시 중요 참고사항:

보관 및 취급

피해야할 것들:
• 모든 종류의 충격 또는 손상

• 물과의 접촉

• 제품의 변형

Star Asia의 권장 사항:
• 건조한 곳에서 하역

• 제품을 옮기기위해 뒤집거나 굴리지 않음

• 댐퍼를 발판 또는 작업대 등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큰 댐퍼 안에 소형 댐퍼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 제품위에 서있거나 앉지 마십시오.

방화댐퍼는 안전 요소이므로 주의해서 보관하고 취급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제품과 함께 제공된 설치 설명서 및 분류 보고서를 준수하며 설치 해야합니다.

축방향: 실적신고서를 참고하십시오. 

인접한 덕트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품 설치: 항상 닫힌 댐퍼 블레이드를 사용하십시오.

블레이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시공 요소에대한 안전 거리를 준수하십시오. 작동 장치도 접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우징 주위에 

200mm의 간격을 두십시오.

설치 매뉴얼에 따라 댐퍼를 장착하면 공기가 새지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화댐퍼는 항상 에 따라 표준화된 구조로 테스트됩니다. 내화성, 두께, 밀도가 시험 중 사용QCVN 60:2021/BXD
된 지지 시공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유사한 지지 시공에도 유효합니다. 

댐퍼는 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접근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1 2년에 최소 번은 점검을 실행하십시오.

다른 댐퍼 혹은 다른 구조물로부터 최소거리를 유지하며 설치하십시오. 

1. 테스트 표준에 따른 원칙 

천장에서 최소    75mm 이상의 거리

인접한 댐퍼에 최소거리    200mm

≥

≥



 

 

!

Do not step onDo not drop, flip, rollDry unload
and storage

Sharp edge

Use scissor lift to lift up Use forklift to move

설치 단계

댐퍼 크기( 는 동일한 크기의 덕트( 내부 치수)에 연결해야 합니다.W x H) W x H 

1단계 - 개구부 치수 확인
치수 개구부 = ( 인지 확인하십시오.W+150) x (H+150)

3 60kg/m3단계: 미네랄울 로 틈을 채웁니다.2단계: 댐퍼 설치 및 위치 지정 

이동과 설치시 

댐퍼를 절대 열지 

마십시오. 

개구부에 댐퍼를 삽입하고, 댐퍼 측면과 구멍 측
면 사이의 모든 간격이 동일하도록 쐐기를 지지하
여 댐퍼의 균형을 맞추고 수평을 맞추십시오. 추
가적인 지지대를 사용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치수 및 균형을 확인하고 개구부를 청소하십시오.

단열방화 & 제연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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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레벨:

MEMBER



Width
(mm)

Duct Gal. Steel Thickness
(mm)

Supports Thickness
(mm) Others requirements

 W <800 0,95 U4121-1.5 ./.

800 <  W  < 1000 0,95 U4121-1.5 ./.

1000 < W < 1500 0,95 U4121-1.5 1 hàng tiren chống

1500 < W < 2500 0,95 U4141-2.0 2 hàng tiren chống

2500 < W < 3000 0,95 U4141-2.0 3 hàng tiren chống

3000 < W < 6000 0,95 U4141-2.0 4 hàng tiren chống

Classes

EI 화재 등급에 따른 단열재 및 미네랄 울 두께



Download Download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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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1

1

2

3

~750

< 750

751 - 1000

751 - 1000

1001 - 1500

1001 - 1500

1501 - 2250

1501 - 2250

2251 ~

2251 <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500 - 500

REF.

B

D

E

c

M10

M12

타이 로드 표준 덕트 
길이 개수1200mm 

타이 로드의 길이 (mm)

크기에 따라 또는 플랜지TDC V



Mass:    kg/m2.32 

Mass:    kg/m1.26



HEI

WEI

1

2

3
4

5

1

1

2

Hei+50(mm) Wei+50(mm)

Wei (mm)

Hei(mm)

바닥 개구부 collar



1

1

1

1 2

3



1 2

3

5 6

4

덕트 부속품



1 2

3 4

5 6



1 2

3 4

5 6

7 8



튜브 부피(ml)

튜브 부피(ml)

a x b x c
22.000

6.5 x 100 x100
22.000



 



STAR ASIA JOINT STOCK COMPANY 

STARDUCT MECHANICAL FACTORY

Lot C3/C4 - Phung Industrial zone - Dan Phuong

Hanoi - Vietn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