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적인 알람 기능을 제공하는 Series 75B 보조 알람 장치는 
Series 756 드라이 밸브, Series 758 프리액션 밸브(기계적 알람 
장착) 및 FireLock소방용 NXT Series 768 및 769 밸브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Series 75B는 300 psi 용도에 적
합한 사용 압력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사이즈규격의 밸브에도 손
쉽게 장착될 수 있습니다.

구성품 규격 호스: 0.5인치 304 연성 스테인레스강 합사 제품

트림 및 니플: 아연도금강

파일럿 밸브: 황동

작동 Series 75B 보조 알람 장치는 시스템 내부의 클래퍼가 닫히고 물이 그 위까지 채워지더라도 기
계적 알람이 계속 울리도록 해 줍니다. 정상적인 설정 상태에서 Series 75B상부 공간의 압력은 
하부 공간의 압력에 비해 더 높으며, 따라서 물이 Series 75B를 통해 흐르지 않습니다. 컨트롤 
밸브가 작동하면 파일럿관 내의 압력이 5 psi/34 kPa 미만으로 떨어지고 Series 75B가 열립니
다. 물은 원수 공급이 중단될 때까지 워터 모터 알람 쪽으로 계속 흐르게 됩니다. 프리액션 및 
드라이 밸브 상에 기 설치된 0.5인치 Trim에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Series 75B는 운전자의 
설정 또는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참고: Series 75B는 Series 751 알람 밸브, Series 758 딜루지 밸브 또는 Series 769 딜루지 
밸브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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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지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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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VICTAULIC 자료 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ries 75B는 워터 모터 알람 장치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한해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Series 756 드라이/Series 758 프리액션
용으로만 사용

품목 수량 제원

1 2 엘보 (1/2인치 NPT 암나사, 90°)

2 1 호스 조립품 (2피트 길이)

3 4 클로스 니플 (1/4인치 NPT x .88)

4 3 클로스 니플 (1/2인치 NPT x 1.13)

5 1 Series 75B 보조 알람 장치

6 1 파이프 플러그 (1/4인치 NPT)

7 1 파이프 플러그 (1/2인치 NPT)

8 1 호스 조립품 (1피트 길이)

9 4 레듀싱 부싱 (1/2인치 NPT x 1/4인치 NPT)

10 1 티 (1/4인치 NPT 암나사)

11 1 티 (1/2인치 NPT 암나사)

12 2 유니온 (1/2인치 NPT)

Series 768 NXT 드라이/Series 769 NXT 
프리액션용으로만 사용

품목 수량 제원

1 2 호스 조립품 (1/4인치 NPT x 24”)

2 3 클로스 니플 (1/2인치 NPT x 1.13)

3 1 파이프 플러그 (1/2인치 NPT)

4 3 레듀싱 부싱 (1/2인치 NPT x 1/4” NPT)

5 1 보조 알람 밸브 758

6 1 티 (1/2인치 NPT 암나사)

7 1 유니온 (1/2인치 NPT)

8 1 클로스 니플 (1/4인치 NPT)

9 1 유니온 (1/4인치 NPT)

SERIES 75B 보조 알람 장치 조립 도면

보증 자세한 사항은 Victauli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Victaulic에 의해 제조되거나 Victaulic의 사양에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 모든 제
품은 현행 Victaulic 설치/조립 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Victaulic은 사전 통지 없이,제
품의 규격, 설계 및 표준 장비를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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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www.victaulic.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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