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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강엠이씨



변함 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금강엠이씨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주)금강엠이씨는 2008부터 현재까지 건축 설비 자재를 각 프로젝트에 따라 설계 및 시공 엔지니어에게  

올바른 제품선정과 정확한 산출로 현장에 도움을 주고 납품에서 시공 후 검사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건설사 및 설비시공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신속히 파악하여 소비자가 원

하는 요구에 충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보답한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 

하는 회사 입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모시며, 신의를 지키고, 최고의 품질로 보답한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림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건강한 생활과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켜 고객님들

께 사랑받는 동반자 (Together)로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금강엠이씨 대표이사 권 호 길

we prepare tomorrow



Product characteristics

TOLCO Seismic Bracing의 주요 특징

TOLBraceTM와 함께 완벽한 제출자료 패키지를 만듭니다.

위 사진에 보이는 TOLCO Fig. 980의 

“break-off bolts”는 별도의 토크렌치

가 없어도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육안검

사가 가능합니다.

위 사진의 TOLCO Fig. 828 제품은  

다양한 형태의 철골구조물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손쉬운 육안검사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에 설치가능

위 그림의 TOLCO Fig. 4L 내진용 제품

은 별도의 용접이나 나사작업 없이 최

소한의 작업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효과

• 사용이 간편한 B-Line TOLBrace 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의 범위 및 관련 내용을 손쉽게 입력하여 결과를 

얻어 냅니다. 이는 사용자가 적합한 내진 보강제품과 TIFF CAD파일의 세부 리포트를 만들게 해 줍니다.  

• TOLBrace는 NFPA 13, UBC, IBC 기준에 준하여 알맞는 버팀하중을 계산하며, 또 사용자가 최신의 규격 및 코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TOLBrace 소프트웨어는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있어 항상 최신버전으로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지진 하중 계수를 계산해줍니다.

•영향구역의 가동중량을 계산해줍니다.

•흔들림 버팀대의 방향선정과 설치각도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버팀대 구조체 연결 부착물(Fasterner)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지대(Brace Pipe)의 재질을 선정합니다.

•UL 및 FM 기준에 따른 내진 보강제품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마우스의 클릭으로 영향구역의 하중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NFPA 13, 1999, 2002, 2007, 2010 & 2013

•Factory Mutual(FM)

•Uniform Building Code

•International Building Code

•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 California 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 

Development(OSHPD)

설계 엔지니어를 돕는 프로그램 “TOLBrace”의 기능

TOLBrace의 적용 기준 및 코드

TOLBraceTM Fire Version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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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Fire protec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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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행거 및 지지대 업계의 광범위한 라인 중 하나인 지진에 의한 버팀대 제품 생산.

•TolbraceTM 지진버팀대 계산 소프트웨어 제공.

우리는 소방 방재팀과 능동적으로 소방 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Hanging and Bracing of Water Based Automatic Fire Sprinkler Systems의 NFPA 기술위원회 회원.

• 파이프 행어 및 지진 버팀대에 대한 MSS(403) 표준위원회.

 이 카탈로그에 표시된 재품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인증이 있습니다.

• 미국과 캐나다의 보험사 연구소(UL)에 상장.

• 미국상호보험사(Factory Mutual)에 승인된 제품(FM)

•  당사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건전한 계획 및 개발을 위해 OPA-0300 지진 버팀대 기준에 나타낸 바와 같

이 (OSHPD)의 사무소에 의해 사전 승인되었습니다.

우리의 화재 보호 솔루션 카탈로그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과 파이프 지지대 및 내진 버팀대 시스템의 설치

및 설계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 설계 엔지니어의 지원 및 올바른 제품을 선정하기위한 것입니다.

B-Line TOLCO사의 파이프 행거 및 지지대, 그리고 기계적 또는 배관 시스템과 같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서 사용 TOLCO 내진 버팀대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파이프 행거 및 지지대와 스트럿 시스템 카

탈로그, 캘리포니아 OSHPD Pre-Approved Seismic Restraint Guidelines OPA-0300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이러한 리소스 및 기타 중요한 정보는www.bline.com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총판 :  주식회사 금강엠이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18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207호 
TEL : 02-783-7035  FAX : 02-783-7038  E-mail : ggmec@ggmec.co.kr

참고사항
이튼의 B-라인 사업은 사전 통지없이 언제든지 사양, 재료, 장비, 가격 또는 제품의 가용성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발행 당시에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제작되었지만, 발견되지 않은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Fire Protection Team

제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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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련정보와 더불어 마우스 클릭 만으로 제출 서류(계산서)를 만들 수있습니다. TOLBrace 8.0은 제품, 

코드정보, 기준등의 최신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정확한 계산서 및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TOLBrace 

소프트웨어는 소방 내진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 지진력 계수 계산 (Fp)

• 영향구역의 가동중량값 계산

• 흔들림 버팀대 설치 위치및 각도 선정

• 흔들림 버팀대 구조물과의 연결 부속 선정

• 버팀 지지대 선정(배관 외 포함)

• UL 및 FM 등의 기준에 맞추어 제품 구성 가능

• 마우스 클릭으로 모든 관련정보와 함께 계산서를 만들 수 있음.

TOLBrace는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계산서를 만듭니다.

• NFPA 13, 1999, ~ 2013

• International Building Code

• 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 California 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 Development (OSHPD)

지진 흔들림 버팀대 서비스 및 기계, 전기 그리고 배관 시스템을 위한 제품 TLCO사는 소방 스프링클러 산업

에 대한 흔들림 버팀대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공급자로 오랜 명성에 더하여 다른 모든 비 구조 건물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제품과 서비스 라인을 제공합니다.

• 계약자에 대한 사전 프로젝트 입찰 지원.

• 소방 기준코드에 맞추어 발주처와 설계자 및 엔지니어의 설계디자인 구축 지원.

• 제품의 사양검토 및 업데이트

• Pre-Approved (OSHPD) 및 특수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 내진 시스템의 세부사항 검토.

• 프로젝트 내진시스템 레이아웃 지원.

•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및 예산을 충족

• 시공 현장 교육.

• 시공 후 현장 검사.

TOLBrace Fire Protection (Software)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cooperbline.com/tolbrace.

금강엠이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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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5
Surge Restrainer

Seismic Bracing

Fig.75
Swivel
Attachment

Fig.98B
Rod Stiffener with
Break Off Bolt Head

Fig.4L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4LA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800
Adjustable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8
Universal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A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906
Sway Brace
Multi-Fastener
Adapter

Fig.909
No-Threa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10
Threade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80
Universal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1001
Sway Brace
Attachment

Fig.77
TOLCO™ System Piping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76
TOLCO™ Structural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2002
Sway Brace
Attachment

Fire protection solutions - Pictorial Index

8      GEUM GANG MEC

Fig.25
Surge Restrainer

Seismic Bracing

Fig.75
Swivel
Attachment

Fig.98B
Rod Stiffener with
Break Off Bolt Head

Fig.4L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4LA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800
Adjustable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8
Universal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A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906
Sway Brace
Multi-Fastener
Adapter

Fig.909
No-Threa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10
Threade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80
Universal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1001
Sway Brace
Attachment

Fig.77
TOLCO™ System Piping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76
TOLCO™ Structural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2002
Sway Brace
Attachment

Fire protection solutions - Pictorial Index

8      GEUM GANG MEC

Fig.25
Surge Restrainer

Seismic Bracing

Fig.75
Swivel
Attachment

Fig.98B
Rod Stiffener with
Break Off Bolt Head

Fig.4L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4LA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800
Adjustable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8
Universal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A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906
Sway Brace
Multi-Fastener
Adapter

Fig.909
No-Threa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10
Threade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80
Universal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1001
Sway Brace
Attachment

Fig.77
TOLCO™ System Piping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76
TOLCO™ Structural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2002
Sway Brace
Attachment

Fire protection solutions - Pictorial Index

8      GEUM GANG MEC

Fig.25
Surge Restrainer

Seismic Bracing

Fig.75
Swivel
Attachment

Fig.98B
Rod Stiffener with
Break Off Bolt Head

Fig.4L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4LA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800
Adjustable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8
Universal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A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906
Sway Brace
Multi-Fastener
Adapter

Fig.909
No-Threa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10
Threade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80
Universal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1001
Sway Brace
Attachment

Fig.77
TOLCO™ System Piping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76
TOLCO™ Structural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2002
Sway Brace
Attachment

Fire protection solutions - Pictorial Index

금강엠이씨  +  9

Beam Clamps

Fig. 65XT-3/8
Reversible Steel C-Clamp
With Locknut 3/4 Thrat

Fig. 65
Reversible Steel C-Clamp
With Locknut 3/4" Throat

Fig. 66
Reversible Steel C-Clamp
With Locknut 1 1/4" Throat

Fig. 69
Retaining Strap

Fig. 69R
Retrofit Capable
Retaining Strap

Pipe Hangers

Fig. 1NFPA
NFPA
Clevis Hanger

Fig. 200
Trimline Adjustable
Band Hanger

Fig. 200F
Felt Lined Trimline
Adjustable Band Hanger

Fig. 200C
Plastic Coated Trimline
Adjustable Band Hanger

Fig. 200S
“Trimline” Adjustable Band 
Hanger with Non-Captured Nut

HST3
Metal expansion anchor

B3373C(TOLCO 6PVC)
Plastic Coated
Standard Riser Clamp

B3140C(TOLCO 4PVC)
Plastic Coated Standard
Pipe Clamp

Pipe Clamps

B3373(TOLCO 6)
Standard Riser
Clamp

Fig.4B
Pipe Clamp For
Sway Bracing

B3140(TOLCO 4)
Standerd Pipe Clamp

Fig.4A
Pipe Clamp For
Sway Bracing

Fig.109A
Concrete Deck 
Insert - Hanger Application

Fig.58
Threaded Side 
Beam Bracket

8      GEUM GANG MEC

Fig.25
Surge Restrainer

Seismic Bracing

Fig.75
Swivel
Attachment

Fig.98B
Rod Stiffener with
Break Off Bolt Head

Fig.4L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4LA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800
Adjustable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8
Universal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A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906
Sway Brace
Multi-Fastener
Adapter

Fig.909
No-Threa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10
Threade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80
Universal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1001
Sway Brace
Attachment

Fig.77
TOLCO™ System Piping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76
TOLCO™ Structural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2002
Sway Brace
Attachment

Fire protection solutions - Pictorial Index

8      GEUM GANG MEC

Fig.25
Surge Restrainer

Seismic Bracing

Fig.75
Swivel
Attachment

Fig.98B
Rod Stiffener with
Break Off Bolt Head

Fig.4L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4LA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800
Adjustable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8
Universal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A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906
Sway Brace
Multi-Fastener
Adapter

Fig.909
No-Threa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10
Threade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80
Universal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1001
Sway Brace
Attachment

Fig.77
TOLCO™ System Piping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76
TOLCO™ Structural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2002
Sway Brace
Attachment

Fire protection solutions - Pictorial Index

8      GEUM GANG MEC

Fig.25
Surge Restrainer

Seismic Bracing

Fig.75
Swivel
Attachment

Fig.98B
Rod Stiffener with
Break Off Bolt Head

Fig.4L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4LA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800
Adjustable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8
Universal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A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906
Sway Brace
Multi-Fastener
Adapter

Fig.909
No-Threa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10
Threade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80
Universal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1001
Sway Brace
Attachment

Fig.77
TOLCO™ System Piping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76
TOLCO™ Structural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2002
Sway Brace
Attachment

Fire protection solutions - Pictorial Index

8      GEUM GANG MEC

Fig.25
Surge Restrainer

Seismic Bracing

Fig.75
Swivel
Attachment

Fig.98B
Rod Stiffener with
Break Off Bolt Head

Fig.4L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4LA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800
Adjustable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8
Universal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A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906
Sway Brace
Multi-Fastener
Adapter

Fig.909
No-Threa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10
Threade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80
Universal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1001
Sway Brace
Attachment

Fig.77
TOLCO™ System Piping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76
TOLCO™ Structural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2002
Sway Brace
Attachment

Fire protection solutions - Pictorial Index

8      GEUM GANG MEC

Fig.25
Surge Restrainer

Seismic Bracing

Fig.75
Swivel
Attachment

Fig.98B
Rod Stiffener with
Break Off Bolt Head

Fig.4L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4LA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800
Adjustable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8
Universal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A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906
Sway Brace
Multi-Fastener
Adapter

Fig.909
No-Threa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10
Threade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80
Universal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1001
Sway Brace
Attachment

Fig.77
TOLCO™ System Piping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76
TOLCO™ Structural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2002
Sway Brace
Attachment

Fire protection solutions - Pictorial Index

금강엠이씨  +  9

Beam Clamps

Fig. 65XT-3/8
Reversible Steel C-Clamp
With Locknut 3/4 Thrat

Fig. 65
Reversible Steel C-Clamp
With Locknut 3/4" Throat

Fig. 66
Reversible Steel C-Clamp
With Locknut 1 1/4" Throat

Fig. 69
Retaining Strap

Fig. 69R
Retrofit Capable
Retaining Strap

Pipe Hangers

Fig. 1NFPA
NFPA
Clevis Hanger

Fig. 200
Trimline Adjustable
Band Hanger

Fig. 200F
Felt Lined Trimline
Adjustable Band Hanger

Fig. 200C
Plastic Coated Trimline
Adjustable Band Hanger

Fig. 200S
“Trimline” Adjustable Band 
Hanger with Non-Captured Nut

HST3
Metal expansion anchor

B3373C(TOLCO 6PVC)
Plastic Coated
Standard Riser Clamp

B3140C(TOLCO 4PVC)
Plastic Coated Standard
Pipe Clamp

Pipe Clamps

B3373(TOLCO 6)
Standard Riser
Clamp

Fig.4B
Pipe Clamp For
Sway Bracing

B3140(TOLCO 4)
Standerd Pipe Clamp

Fig.4A
Pipe Clamp For
Sway Bracing

Fig.109A
Concrete Deck 
Insert - Hanger Application

Fig.58
Threaded Side 
Beam Bracket

금강엠이씨  +  9

Beam Clamps

Fig. 65XT-3/8
Reversible Steel C-Clamp
With Locknut 3/4 Thrat

Fig. 65
Reversible Steel C-Clamp
With Locknut 3/4" Throat

Fig. 66
Reversible Steel C-Clamp
With Locknut 1 1/4" Throat

Fig. 69
Retaining Strap

Fig. 69R
Retrofit Capable
Retaining Strap

Pipe Hangers

Fig. 1NFPA
NFPA
Clevis Hanger

Fig. 200
Trimline Adjustable
Band Hanger

Fig. 200F
Felt Lined Trimline
Adjustable Band Hanger

Fig. 200C
Plastic Coated Trimline
Adjustable Band Hanger

Fig. 200S
“Trimline” Adjustable Band 
Hanger with Non-Captured Nut

HST3
Metal expansion anchor

B3373C(TOLCO 6PVC)
Plastic Coated
Standard Riser Clamp

B3140C(TOLCO 4PVC)
Plastic Coated Standard
Pipe Clamp

Pipe Clamps

B3373(TOLCO 6)
Standard Riser
Clamp

Fig.4B
Pipe Clamp For
Sway Bracing

B3140(TOLCO 4)
Standerd Pipe Clamp

Fig.4A
Pipe Clamp For
Sway Bracing

Fig.109A
Concrete Deck 
Insert - Hanger Application

Fig.58
Threaded Side 
Beam Bracket

8      GEUM GANG MEC

Fig.25
Surge Restrainer

Seismic Bracing

Fig.75
Swivel
Attachment

Fig.98B
Rod Stiffener with
Break Off Bolt Head

Fig.4L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4LA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800
Adjustable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8
Universal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A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906
Sway Brace
Multi-Fastener
Adapter

Fig.909
No-Threa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10
Threade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80
Universal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1001
Sway Brace
Attachment

Fig.77
TOLCO™ System Piping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76
TOLCO™ Structural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2002
Sway Brace
Attachment

Fire protection solutions - Pictorial Index

GEUM GANG MEC7



8      GEUM GANG MEC

Fig.25
Surge Restrainer

Seismic Bracing

Fig.75
Swivel
Attachment

Fig.98B
Rod Stiffener with
Break Off Bolt Head

Fig.4L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4LA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800
Adjustable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8
Universal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A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906
Sway Brace
Multi-Fastener
Adapter

Fig.909
No-Threa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10
Threade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80
Universal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1001
Sway Brace
Attachment

Fig.77
TOLCO™ System Piping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76
TOLCO™ Structural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2002
Sway Brace
Attachment

Fire protection solutions - Pictorial Index

금강엠이씨  +  11

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909 - 나사없는 배관 삽입형 버팀대 연결 부착물

•   적용크기 : 25mm(1”) 지지대파이프, 지지대가 25mm이상인경우 FIG. 980을 추천함.

• 재질 : 강철(STEEL), 강화 콘포인트 세트볼트

• 적용처 : 진동 및 지진에 의한 내진 시스템에 적용됨.

• 특징 :

- 이 제품의 디자인은 동심형태의 부착 포인트를 포함하고있고 이는 내진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줌

-  NFPA13에서는 구조 부착물 하중 테이블 값이 동심하중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나사산이 없는 지지대 배관을 사용하고 오픈된 디자인으로 체결 검사가 용이하다.

• 참고사항 :

- FIG. 909제품은 FIG. 1000, 1001, 4A, 4L, 4LA등 TOLCO사 제품과 함께 사용한다.

- 흔들림 버팀대 부속품들은 NFPA13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될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 사용되는 형태나 각종 부속 및 피팅과 부착물의 수량과 사이즈는 NFPA13에 따른다.

• 승인사항 :

- UL & cUL

• 설치지침 :

- FIG. 909는 종, 횡방향 버팀대와 함께 적용되는 부속품이다.

-  FIG. 909는 지지대배관과 FIG. 1000, 1001, 4A, 4L, 4LA등 승인된 TOLCO사 다른 부속들과 함

께 조합하여 완성된 버팀대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음.

-  NFPA13에 따라 설치방법은 지지대 배관위에 FIG. 909를 연결하고 세트볼트의 형태가 제품 

표면에 닿을 때까지 조인다.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 기타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 구조 부착물(앵커등의 Fastener) 규격과 마감.

* Standard size.

중요사항

NFPA 13(2016) 또는 ASCE7-10에 준수하여 콘크리트에 사전설치 또는 사후설치되는 앵커와 함께 FIG. 

909제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Prying factors를 포함함. (Anchor Load Charts AL1 ~ AL21페이지 참조)

Important! - For load information when using Fig. 909 with pre-installed or post-installed concrete  anchors in
compliance with NFPA 13 (2016) or ASCE7-10, including prying factors, see load tables on pages  Al1 thru A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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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 Standard size.

중요사항 NFPA 13(2016) 또는 ASCE7-10에 준수하여 콘크리트에 사전설치 또는 사후설치되는 앵커와 함께 FIG. 980제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Prying factors를 포함함. (Anchor Load Charts AL1 ~ AL21페이지 참조)

•   적용크기 : 지지배관 25mm(1”) ~ 50mm(2”)와 B-Line 2.6mm찬넬과 두께 1/4”(6.35mm) 이하

의 모든 철골 구조물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지지대 배관의 피팅이나 다기능 연결부속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함.

•   특징 :

- 이 제품의 디자인은 동심형태의 부착 포인트를 포함하고있고 이는 내진성능에 중요한 양향을 줌

-  NFPA13에서는 구조 부착물 하중 테이블 값이 동심하중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어느 표면에도 설치각을 올바르게 조정할 수 있다.

- 브레이크 오프 볼트헤드는 올바른게 설치된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설치지침 :

- FIG. 980은 종, 횡방향 버팀대와 함께 적용되는 부속품이다.

-  FIG. 980은 지지대배관과 FIG. 1000, 1001, 4A, 4L, 4LA등 승인된 TOLCO사 다른 부속들과 함

께 조합하여 완성된 버팀대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음.

- 지지대배관에 FIG. 980을 설치한다.

- 볼트헤드가 끊어질때까지 세트볼트를 조여준다.

- 버팀대 설치각을 올바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피봇조정이 가능하다.

•   승인사항 :

- UL & cUL

- FM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 스테인레스스틸,   기타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 및 마감

•   특허 : #6,273,372, #6,517,030, #6,953,174, #6,708,930, #7,191,987, #7,441,730, #7,669,80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980 - 범용 회전 흔들림 버팀대 연결 부착물- 3/8”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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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 Standard size.

중요사항 NFPA 13(2016) 또는 ASCE7-10에 준수하여 콘크리트에 사전설치 또는 사후설치되는 앵커와 함께 FIG. 980제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Prying factors를 포함함. (Anchor Load Charts AL1 ~ AL21페이지 참조)

•   적용크기 : 지지배관 25mm(1”) ~ 50mm(2”)와 B-Line 2.6mm찬넬과 두께 1/4”(6.35mm) 이하

의 모든 철골 구조물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지지대 배관의 피팅이나 다기능 연결부속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함.

•   특징 :

- 이 제품의 디자인은 동심형태의 부착 포인트를 포함하고있고 이는 내진성능에 중요한 양향을 줌

-  NFPA13에서는 구조 부착물 하중 테이블 값이 동심하중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어느 표면에도 설치각을 올바르게 조정할 수 있다.

- 브레이크 오프 볼트헤드는 올바른게 설치된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설치지침 :

- FIG. 980은 종, 횡방향 버팀대와 함께 적용되는 부속품이다.

-  FIG. 980은 지지대배관과 FIG. 1000, 1001, 4A, 4L, 4LA등 승인된 TOLCO사 다른 부속들과 함

께 조합하여 완성된 버팀대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음.

- 지지대배관에 FIG. 980을 설치한다.

- 볼트헤드가 끊어질때까지 세트볼트를 조여준다.

- 버팀대 설치각을 올바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피봇조정이 가능하다.

•   승인사항 :

- UL & cUL

- FM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 스테인레스스틸,   기타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 및 마감

•   특허 : #6,273,372, #6,517,030, #6,953,174, #6,708,930, #7,191,987, #7,441,730, #7,669,80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980 - 범용 회전 흔들림 버팀대 연결 부착물- 3/8” ~ 3/4”

Part Name In (mm)
UL Max Load

Lbs (kN)

FM Max Load Lbs (kN)

30̊ ~44̊ 45̊ ~59̊ 60̊ ~74̊ 75̊ ~90̊

FIG 980 1/2" (12.7) 2015 (8.96)
1320
(5.87)

1970 
(8.76)

2310 
(10.27)

2550 
(11.34)

재질

·강철(STEEL)

적용처

·지지대 배관의 피팅이나 다기능 연결부속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함.

특징

·어느 표면에도 설치각을 올바르게 조정할 수 있다.

·브레이크 오프 볼트헤드는 올바른게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승인사항

·UL & cUL

·FM

Fig. 980

Fig.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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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909 - 나사없는 배관 삽입형 버팀대 연결 부착물

•   적용크기 : 25mm(1”) 지지대파이프, 지지대가 25mm이상인경우 FIG. 980을 추천함.

• 재질 : 강철(STEEL), 강화 콘포인트 세트볼트

• 적용처 : 진동 및 지진에 의한 내진 시스템에 적용됨.

• 특징 :

- 이 제품의 디자인은 동심형태의 부착 포인트를 포함하고있고 이는 내진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줌

-  NFPA13에서는 구조 부착물 하중 테이블 값이 동심하중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나사산이 없는 지지대 배관을 사용하고 오픈된 디자인으로 체결 검사가 용이하다.

• 참고사항 :

- FIG. 909제품은 FIG. 1000, 1001, 4A, 4L, 4LA등 TOLCO사 제품과 함께 사용한다.

- 흔들림 버팀대 부속품들은 NFPA13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될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 사용되는 형태나 각종 부속 및 피팅과 부착물의 수량과 사이즈는 NFPA13에 따른다.

• 승인사항 :

- UL & cUL

• 설치지침 :

- FIG. 909는 종, 횡방향 버팀대와 함께 적용되는 부속품이다.

-  FIG. 909는 지지대배관과 FIG. 1000, 1001, 4A, 4L, 4LA등 승인된 TOLCO사 다른 부속들과 함

께 조합하여 완성된 버팀대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음.

-  NFPA13에 따라 설치방법은 지지대 배관위에 FIG. 909를 연결하고 세트볼트의 형태가 제품 

표면에 닿을 때까지 조인다.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 기타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 구조 부착물(앵커등의 Fastener) 규격과 마감.

* Standard size.

중요사항

NFPA 13(2016) 또는 ASCE7-10에 준수하여 콘크리트에 사전설치 또는 사후설치되는 앵커와 함께 FIG. 

909제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Prying factors를 포함함. (Anchor Load Charts AL1 ~ AL21페이지 참조)

Important! - For load information when using Fig. 909 with pre-installed or post-installed concrete  anchors in
compliance with NFPA 13 (2016) or ASCE7-10, including prying factors, see load tables on pages  Al1 thru A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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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909 - 나사없는 배관 삽입형 버팀대 연결 부착물

•   적용크기 : 25mm(1”) 지지대파이프, 지지대가 25mm이상인경우 FIG. 980을 추천함.

• 재질 : 강철(STEEL), 강화 콘포인트 세트볼트

• 적용처 : 진동 및 지진에 의한 내진 시스템에 적용됨.

• 특징 :

- 이 제품의 디자인은 동심형태의 부착 포인트를 포함하고있고 이는 내진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줌

-  NFPA13에서는 구조 부착물 하중 테이블 값이 동심하중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나사산이 없는 지지대 배관을 사용하고 오픈된 디자인으로 체결 검사가 용이하다.

• 참고사항 :

- FIG. 909제품은 FIG. 1000, 1001, 4A, 4L, 4LA등 TOLCO사 제품과 함께 사용한다.

- 흔들림 버팀대 부속품들은 NFPA13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될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 사용되는 형태나 각종 부속 및 피팅과 부착물의 수량과 사이즈는 NFPA13에 따른다.

• 승인사항 :

- UL & cUL

• 설치지침 :

- FIG. 909는 종, 횡방향 버팀대와 함께 적용되는 부속품이다.

-  FIG. 909는 지지대배관과 FIG. 1000, 1001, 4A, 4L, 4LA등 승인된 TOLCO사 다른 부속들과 함

께 조합하여 완성된 버팀대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음.

-  NFPA13에 따라 설치방법은 지지대 배관위에 FIG. 909를 연결하고 세트볼트의 형태가 제품 

표면에 닿을 때까지 조인다.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 기타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 구조 부착물(앵커등의 Fastener) 규격과 마감.

* Standard size.

중요사항

NFPA 13(2016) 또는 ASCE7-10에 준수하여 콘크리트에 사전설치 또는 사후설치되는 앵커와 함께 FIG. 

909제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Prying factors를 포함함. (Anchor Load Charts AL1 ~ AL21페이지 참조)

Important! - For load information when using Fig. 909 with pre-installed or post-installed concrete  anchors in
compliance with NFPA 13 (2016) or ASCE7-10, including prying factors, see load tables on pages  Al1 thru Al21.

Part Name In (mm)
UL Max Load 

for Brace pipe Size Sch40 Lbs (kN)

FIG 909 1/2" (12.7) 2015 (8.96)

재질

·강철(STEEL), 강화 콘포인트 세트볼트

적용처

·진동 및 지진에 의한 내진 시스템에 적용됨.

특징

·나사산이 없는 지지대 배관을 사용하고 오픈된 디자인으로 체결 검사가 용이하다.

승인사항

·UL & 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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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5
Surge Restrainer

Seismic Bracing

Fig.75
Swivel
Attachment

Fig.98B
Rod Stiffener with
Break Off Bolt Head

Fig.4L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4LA
Longitudinal 
"In-Loine" Sway Brace
Attachment

Fig.800
Adjustable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8
Universal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825A
Sway Brace
Attachment to Steel

Fig.906
Sway Brace
Multi-Fastener
Adapter

Fig.909
No-Threa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10
Threaded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980
Universal Swivel Sway
Brace Attachment

Fig.1001
Sway Brace
Attachment

Fig.77
TOLCO™ System Piping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76
TOLCO™ Structural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Assembly

Fig.2002
Sway Brace
Attachment

Fire protection solutions - Pictoria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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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1001 - 횡 방향 흔들림 버팀대 배관연결 부착물

•   적용크기 : 25mm ~ 200mm 40mm IPS

지지대 배관 규격 : 25mm, 32mm sch 40 IPS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 흔들림 및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배관 내진 시스템의 버팀대 구성품임.

-  FIG. 1001은 NFPA13에 따라 FIG. 900시리즈 피팅과 함께 가용되고 배관을 지지하여 내진  

버팀대 시스템을 완성함.

• 특징 :

- sch7 ~ sch40 IPS의 지지대 배관등을 사용할 수 있다.

- 현장 맞춤이 가능하여 지지대 배관의 사전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다.

- 독특한 디자인으로 지지대 배관의 나사산 가공이 불필요하다.

- 조립 및 설치를 할 수있는 상태로 현장에 입고됨.

- FIG. 1001은 세트볼트가 제품과 맞닿을때까지 조이면 설치가 완료되어 육안 검사가 가능하다.

• 설치지침 :

-  FIG. 1001을 설치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제품 하단의 입구에 지지대 배관을 밀어넣는다.  

지지대 배관은 클램프에서 최소 1” 이상 나와야 한다.

- 세트볼트가 제품과 맞닿을때까지 조인다.

- 지지하는 배관 아래, 위의 방향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 승인사항 :

- UL & cUL

- FM FM DS 2-8 조건에 부합함.

• 마감 : 일반마감, 진기아연도금, 기타 사항은 본사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 설치할 배관 규격, 지지대 배관 규격(25mm, 32mm)

•  중요참조사항 : FIG. 1001은 내진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품이며 정밀하게 만들어진 제품으

로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UL 승인품인 TOLCO사의 다른 정품 부속들과 함께 설치 해야만 한다.

1 FM Approved when used with 1 or 1   inch NPS Schedule 40 GB{T 3091 ,EN 1 0255H, or JI S G3451 steel pipe as the brace member.
2 Load rating for LW above refers to FM Approved Lightwall Pipe commonly referred to as "Schedule 7". These ratings may also be applied when EN 10220 and GB!T 8163 steel pipe.
3 Load rating for Schedule 10 above may be applied to GB{T 3092,EN 10255M and H, or JIS G3454, FM Approved Thinwall, or Schedule 40 steel pipes.
Note: See UL load ratings in UL Listed Design Load chart shown  under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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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1001 - 횡 방향 흔들림 버팀대 배관연결 부착물

•   적용크기 : 25mm ~ 200mm 40mm IPS

지지대 배관 규격 : 25mm, 32mm sch 40 IPS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 흔들림 및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배관 내진 시스템의 버팀대 구성품임.

-  FIG. 1001은 NFPA13에 따라 FIG. 900시리즈 피팅과 함께 가용되고 배관을 지지하여 내진  

버팀대 시스템을 완성함.

• 특징 :

- sch7 ~ sch40 IPS의 지지대 배관등을 사용할 수 있다.

- 현장 맞춤이 가능하여 지지대 배관의 사전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다.

- 독특한 디자인으로 지지대 배관의 나사산 가공이 불필요하다.

- 조립 및 설치를 할 수있는 상태로 현장에 입고됨.

- FIG. 1001은 세트볼트가 제품과 맞닿을때까지 조이면 설치가 완료되어 육안 검사가 가능하다.

• 설치지침 :

-  FIG. 1001을 설치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제품 하단의 입구에 지지대 배관을 밀어넣는다.  

지지대 배관은 클램프에서 최소 1” 이상 나와야 한다.

- 세트볼트가 제품과 맞닿을때까지 조인다.

- 지지하는 배관 아래, 위의 방향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 승인사항 :

- UL & cUL

- FM FM DS 2-8 조건에 부합함.

• 마감 : 일반마감, 진기아연도금, 기타 사항은 본사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 설치할 배관 규격, 지지대 배관 규격(25mm, 32mm)

•  중요참조사항 : FIG. 1001은 내진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품이며 정밀하게 만들어진 제품으

로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UL 승인품인 TOLCO사의 다른 정품 부속들과 함께 설치 해야만 한다.

1 FM Approved when used with 1 or 1   inch NPS Schedule 40 GB{T 3091 ,EN 1 0255H, or JI S G3451 steel pipe as the brace member.
2 Load rating for LW above refers to FM Approved Lightwall Pipe commonly referred to as "Schedule 7". These ratings may also be applied when EN 10220 and GB!T 8163 steel pipe.
3 Load rating for Schedule 10 above may be applied to GB{T 3092,EN 10255M and H, or JIS G3454, FM Approved Thinwall, or Schedule 40 steel pipes.
Note: See UL load ratings in UL Listed Design Load chart shown  under drawing.

Part Name
PIPE SIZE

UL Max Load
for Brace pipe Size Sch40 Lbs (kN)

FM Max Load Lbs (kN)

In (mm) 1" / 1¼" 30̊ ~44̊ 45̊ ~59̊ 60̊ ~74̊ 75̊ ~90̊

FIG 1001 1" (25) 1000(4.45) / 1000(4.45)  1800(8.00) 2550(11.34) 3120(13.87) 3490(15.52)

FIG 1001 1¼" (32) 1000(4.45) / 1000(4.45)  1230(5.47) 1740(7.73) 2140(9.51) 2380(10.58)

FIG 1001 1½" (40) 1500 (6.69) / 1500(6.69)  1230(5.47) 1740(7.73) 2140(9.51) 2380(10.58)

FIG 1001 2" (50) 2015 (8.96) / 2015 (8.96)  1230(5.47) 1740(7.73) 2140(9.51) 2380(10.58)

FIG 1001 2½" (65) 2015(8.96) / 2765 (12.29)  800(3.55) 1130(5.02) 1380(6.13) 1540(6.85)

FIG 1001 3" (80) 2015(8.96) / 2765 (12.29)  850(3.78) 1200(5.33) 1470(6.53) 1640(7.29)

FIG 1001 4" (100) 2015(8.96) / 2765 (12.29)  850(3.78) 1200(5.33) 1470(6.53) 1640(7.29)

FIG 1001 5" (125) 2015(8.96) / 2765 (12.29)  510(2.26) 730(3.24) 890(3.95) 990(4.40)

FIG 1001 6" (150) 2015(8.96) / 2765 (12.29)  510(2.26) 730(3.24) 890(3.95) 990(4.40)

FIG 1001 8" (200) 2015(8.96) / 2765 (12.29)  510(2.26) 730(3.24) 890(3.95) 990(4.40)

적용범위

·25mm ~ 200mm / 지지대 배관 규격 : 25mm, 32mm sch 40

재질

·강철(STEEL)

특징

·현장 맞춤이 가능하여 지지대 배관의 사전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지지대 배관의 나사산 가공이 불필요하다.

·조립 및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현장에 입고됨.

·FIG. 1001은 세트볼트가 제품과 맞닿을때까지 조이면 설치가 완료되어 

   육안 검사가 가능하다.

승인사항

·UL & cUL

·FM

GEUM GANG MEC9



12      GEUM GANG MEC

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1001 - 횡 방향 흔들림 버팀대 배관연결 부착물

•   적용크기 : 25mm ~ 200mm 40mm IPS

지지대 배관 규격 : 25mm, 32mm sch 40 IPS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 흔들림 및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배관 내진 시스템의 버팀대 구성품임.

-  FIG. 1001은 NFPA13에 따라 FIG. 900시리즈 피팅과 함께 가용되고 배관을 지지하여 내진  

버팀대 시스템을 완성함.

• 특징 :

- sch7 ~ sch40 IPS의 지지대 배관등을 사용할 수 있다.

- 현장 맞춤이 가능하여 지지대 배관의 사전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다.

- 독특한 디자인으로 지지대 배관의 나사산 가공이 불필요하다.

- 조립 및 설치를 할 수있는 상태로 현장에 입고됨.

- FIG. 1001은 세트볼트가 제품과 맞닿을때까지 조이면 설치가 완료되어 육안 검사가 가능하다.

• 설치지침 :

-  FIG. 1001을 설치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제품 하단의 입구에 지지대 배관을 밀어넣는다.  

지지대 배관은 클램프에서 최소 1” 이상 나와야 한다.

- 세트볼트가 제품과 맞닿을때까지 조인다.

- 지지하는 배관 아래, 위의 방향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 승인사항 :

- UL & cUL

- FM FM DS 2-8 조건에 부합함.

• 마감 : 일반마감, 진기아연도금, 기타 사항은 본사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 설치할 배관 규격, 지지대 배관 규격(25mm, 32mm)

•  중요참조사항 : FIG. 1001은 내진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품이며 정밀하게 만들어진 제품으

로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UL 승인품인 TOLCO사의 다른 정품 부속들과 함께 설치 해야만 한다.

1 FM Approved when used with 1 or 1   inch NPS Schedule 40 GB{T 3091 ,EN 1 0255H, or JI S G3451 steel pipe as the brace member.
2 Load rating for LW above refers to FM Approved Lightwall Pipe commonly referred to as "Schedule 7". These ratings may also be applied when EN 10220 and GB!T 8163 steel pipe.
3 Load rating for Schedule 10 above may be applied to GB{T 3092,EN 10255M and H, or JIS G3454, FM Approved Thinwall, or Schedule 40 steel pipes.
Note: See UL load ratings in UL Listed Design Load chart shown  under drawing.

14      GEUM GANG MEC

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4L - 종 방향 직렬(In-Line) 흔들림 버팀대 체결부속

• 적용범위 : 65mm(2 1/2”) ~ 200mm(8”) IPS.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진동에 의한 파이프의 흔들림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함.

• 승인사항 : UL & cUL, FM, FM DS 2-8을 준수하여 설계됨.

• 설치지침 :

- FIG. 4L은 배관의 종 방향 / 입상 버팀대에 사용이 가능함.

- 버팀대 조립을 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수한 다른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 배관 상부에 고정볼트가 위로가게 설치 한다.

- 헤드부가 딸깍 소리날 때까지 세트볼트와 벌려진 클램프 안으로 배관을 결합한다.

- 클램프의 JAW는 버팀대 각도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 마감 : 일반마감, 기타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와 배관규격 및 마감.

FM Approved when used with 1", 1 ", 1 '' or 2" Sch. 40 brace pipe. / FM Approved design loads are ba sed on ASD design method.

Part Name
PIPE SIZE UL Max Load

for Brace pipe Size Sch40 Lbs(kN) 

FM Max Load Lbs (kN)

In (mm) 30̊ ~44̊ 45̊ ~59̊ 60̊ ~74̊ 75̊ ~90̊

FIG 4L 2" (50) 2015(8.96) -

FIG 4L 2½" (65) 2015(8.96) 1030(4.58) 1180(5.25) 1420(6.31) 1590(7.07)

FIG 4L 3" (80) 2015(8.96) 530(2.35) 730(3.24) 890(3.96) 990(4.40)

FIG 4L 4" (100) 2015(8.96) 530(2.35) 730(3.24) 890(3.96) 990(4.40)

FIG 4L 5" (125) 2015(8.96) 490(2.18) 680(3.02) 830(3.69) 930(4.13)

FIG 4L 6" (150) 2015(8.96) 490(2.18) 680(3.02) 830(3.69) 930(4.13)

FIG 4L 8" (200) 2015(8.96) 490(2.18) 680(3.02) 830(3.69) 930(4.13)

적용범위

·50mm(2") ~ 200mm(8")

재질

·강철(STEEL)

승인사항

·UL & cUL

·FM

14      GEUM GANG MEC

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4L - 종 방향 직렬(In-Line) 흔들림 버팀대 체결부속

• 적용범위 : 65mm(2 1/2”) ~ 200mm(8”) IPS.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진동에 의한 파이프의 흔들림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함.

• 승인사항 : UL & cUL, FM, FM DS 2-8을 준수하여 설계됨.

• 설치지침 :

- FIG. 4L은 배관의 종 방향 / 입상 버팀대에 사용이 가능함.

- 버팀대 조립을 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수한 다른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 배관 상부에 고정볼트가 위로가게 설치 한다.

- 헤드부가 딸깍 소리날 때까지 세트볼트와 벌려진 클램프 안으로 배관을 결합한다.

- 클램프의 JAW는 버팀대 각도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 마감 : 일반마감, 기타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와 배관규격 및 마감.

FM Approved when used with 1", 1 ", 1 '' or 2" Sch. 40 brace pipe. / FM Approved design loads are ba sed on ASD desig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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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4L - 종 방향 직렬(In-Line) 흔들림 버팀대 체결부속

• 적용범위 : 65mm(2 1/2”) ~ 200mm(8”) IPS.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진동에 의한 파이프의 흔들림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함.

• 승인사항 : UL & cUL, FM, FM DS 2-8을 준수하여 설계됨.

• 설치지침 :

- FIG. 4L은 배관의 종 방향 / 입상 버팀대에 사용이 가능함.

- 버팀대 조립을 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수한 다른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 배관 상부에 고정볼트가 위로가게 설치 한다.

- 헤드부가 딸깍 소리날 때까지 세트볼트와 벌려진 클램프 안으로 배관을 결합한다.

- 클램프의 JAW는 버팀대 각도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 마감 : 일반마감, 기타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와 배관규격 및 마감.

FM Approved when used with 1", 1 ", 1 '' or 2" Sch. 40 brace pipe. / FM Approved design loads are ba sed on ASD design method.

14      GEUM GANG MEC

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4L - 종 방향 직렬(In-Line) 흔들림 버팀대 체결부속

• 적용범위 : 65mm(2 1/2”) ~ 200mm(8”) IPS.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진동에 의한 파이프의 흔들림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함.

• 승인사항 : UL & cUL, FM, FM DS 2-8을 준수하여 설계됨.

• 설치지침 :

- FIG. 4L은 배관의 종 방향 / 입상 버팀대에 사용이 가능함.

- 버팀대 조립을 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수한 다른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 배관 상부에 고정볼트가 위로가게 설치 한다.

- 헤드부가 딸깍 소리날 때까지 세트볼트와 벌려진 클램프 안으로 배관을 결합한다.

- 클램프의 JAW는 버팀대 각도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 마감 : 일반마감, 기타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와 배관규격 및 마감.

FM Approved when used with 1", 1 ", 1 '' or 2" Sch. 40 brace pipe. / FM Approved design loads are ba sed on ASD design metho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4L - 종 방향 흔들림 버팀대 체결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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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4LA - TOLCOTM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 파이프 연결부속 

• 적용범위 : 25mm(1”) ~ 300mm(12”)IPS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진동 및 지진에 의한 배관의 흔들림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함.

• 승인사항 : 허용하중은 아래표를 참조하십시오.

- UL & cUL

- FM(허용하중표는 50페이지 참조)

• 설치지침 :

- FIG. 4LA는 배관의 횡 방향 / 종 방향 / 입상 버팀대에 사용이 가능하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다른 부속이 추가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  올바른 토크값으로 체결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육각헤드 부분이 분리될때까지  

너트(Break-off nut)를 조인 상태에서 FIG. 4LA의 클램프 부분을 배관 상부에 위치시킨다.

-  조와 배관(지지대)를 연결 시 올바른 토크값으로 체결하기 위해 볼트의 육각헤드가 분리될때

까지 너트(Break-off nut)를 조인다.

- 다른 TOLCO 제품과 연결 시 피봇 조정이 가능함.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외 기타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와 배관 규격 및 마감.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4LA-6 thru 4LA-124LA-1 thru 4LA-4

금강엠이씨  +  13

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4LA - TOLCOTM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 파이프 연결부속 

• 적용범위 : 25mm(1”) ~ 300mm(12”)IPS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진동 및 지진에 의한 배관의 흔들림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함.

• 승인사항 : 허용하중은 아래표를 참조하십시오.

- UL & cUL

- FM(허용하중표는 50페이지 참조)

• 설치지침 :

- FIG. 4LA는 배관의 횡 방향 / 종 방향 / 입상 버팀대에 사용이 가능하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다른 부속이 추가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  올바른 토크값으로 체결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육각헤드 부분이 분리될때까지  

너트(Break-off nut)를 조인 상태에서 FIG. 4LA의 클램프 부분을 배관 상부에 위치시킨다.

-  조와 배관(지지대)를 연결 시 올바른 토크값으로 체결하기 위해 볼트의 육각헤드가 분리될때

까지 너트(Break-off nut)를 조인다.

- 다른 TOLCO 제품과 연결 시 피봇 조정이 가능함.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외 기타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와 배관 규격 및 마감.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4LA-6 thru 4LA-124LA-1 thru 4LA-4

금강엠이씨  +  13

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4LA - TOLCOTM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 파이프 연결부속 

• 적용범위 : 25mm(1”) ~ 300mm(12”)IPS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진동 및 지진에 의한 배관의 흔들림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함.

• 승인사항 : 허용하중은 아래표를 참조하십시오.

- UL & cUL

- FM(허용하중표는 50페이지 참조)

• 설치지침 :

- FIG. 4LA는 배관의 횡 방향 / 종 방향 / 입상 버팀대에 사용이 가능하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다른 부속이 추가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  올바른 토크값으로 체결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육각헤드 부분이 분리될때까지  

너트(Break-off nut)를 조인 상태에서 FIG. 4LA의 클램프 부분을 배관 상부에 위치시킨다.

-  조와 배관(지지대)를 연결 시 올바른 토크값으로 체결하기 위해 볼트의 육각헤드가 분리될때

까지 너트(Break-off nut)를 조인다.

- 다른 TOLCO 제품과 연결 시 피봇 조정이 가능함.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외 기타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와 배관 규격 및 마감.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4LA-6 thru 4LA-124LA-1 thru 4L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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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4LA - TOLCOTM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 파이프 연결부속 

• 적용범위 : 25mm(1”) ~ 300mm(12”)IPS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진동 및 지진에 의한 배관의 흔들림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함.

• 승인사항 : 허용하중은 아래표를 참조하십시오.

- UL & cUL

- FM(허용하중표는 50페이지 참조)

• 설치지침 :

- FIG. 4LA는 배관의 횡 방향 / 종 방향 / 입상 버팀대에 사용이 가능하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다른 부속이 추가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  올바른 토크값으로 체결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육각헤드 부분이 분리될때까지  

너트(Break-off nut)를 조인 상태에서 FIG. 4LA의 클램프 부분을 배관 상부에 위치시킨다.

-  조와 배관(지지대)를 연결 시 올바른 토크값으로 체결하기 위해 볼트의 육각헤드가 분리될때

까지 너트(Break-off nut)를 조인다.

- 다른 TOLCO 제품과 연결 시 피봇 조정이 가능함.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외 기타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와 배관 규격 및 마감.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4LA-6 thru 4LA-124LA-1 thru 4LA-4

Part Name
PIPE SIZE
In (mm)

UL Max Load
for Brace pipe Size Sch40

Lbs (kN)

FM Max Load
for Brace pipe Size Sch40(횡방향)

Lbs(kN)

FM Max Load
for Brace pipe Size Sch40(종방향)

Lbs(kN)

횡방향  /  종방향 30̊ ~44̊ 45̊ ~59̊ 60̊ ~74̊ 75̊ ~90̊ 30̊ ~44̊ 45̊ ~59̊ 60̊ ~74̊ 75̊ ~90̊

FIG 4LA 1" (25)      -        /  1000(4.45) 680(3.02) 970(4.31) 1190(5.29) 1320(5.87) 680(3.02) 970(4.31) 1190(5.29) 1320(5.87)

FIG 4LA 1¼" (32)      -        /  1000(4.45) 680(3.02) 970(4.31) 1190(5.29) 1320(5.87) 680(3.02) 970(4.31) 1190(5.29) 1320(5.87)

FIG 4LA 1½" (40)      -        /  1000(4.45) 680(3.02) 970(4.31) 1190(5.29) 1320(5.87) 680(3.02) 970(4.31) 1190(5.29) 1320(5.87)

FIG 4LA 2" (50)      -        /  1000(4.45) 680(3.02) 970(4.31) 1190(5.29) 1320(5.87) 680(3.02) 860(3.84) 1030(4.60) 1150(5.13)

FIG 4LA 2½" (65) 1000(4.45)  /  1000(4.45) 680(3.02) 970(4.31) 1190(5.29) 1320(5.87) 680(3.02) 970(4.31) 1190(5.29) 1320(5.87)

FIG 4LA 3" (80) 1000(4.45)  /  1000(4.45) 680(3.02) 970(4.31) 1190(5.29) 1320(5.87) 680(3.02) 970(4.31) 1190(5.29) 1320(5.87)

FIG 4LA 4" (100) 1000(4.45)  /  1000(4.45) 680(3.02) 970(4.31) 1190(5.29) 1320(5.87) 680(3.02) 970(4.31) 1190(5.29) 1320(5.87)

FIG 4LA 6" (150) 1600(7.11)   /  1600(7.11) 1620(7.20) 2300(10.23) 2820(12.54) 3140(13.96) 1620(7.20) 2260(10.90) 2010(8.97) 2220(9.91)

FIG 4LA 8" (200) 2015(8.96)  /  2015(8.96) 1620(7.20) 2300(10.23) 2820(12.54) 3140(13.96) 1620(7.20) 1660(7.38) 1570(6.98) 1740(7.73)

FIG 4LA 10" (250) - 1620(7.20) 2300(10.23) 2820(12.54) 3140(13.96) 1620(7.20) 1660(7.38) 1570(6.98) 1740(7.73)

FIG 4LA 12" (300) - 1620(7.20) 2300(10.23) 2820(12.54) 3140(13.96) 1620(7.20) 1660(7.38) 1570(6.98) 1740(7.73)

적용범위

·25mm(1”) ~ 300mm(12”)

재질

·강철(STEEL)

승인사항

·UL & cUL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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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4A - 내진용 파이프 클램프

• 적용범위 : 100mm(4”) ~ 200mm(8”) 배관, 100mm(4”)이하의 배관에는 B3140 적용.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진동에 의한 파이프 흔들림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됨.

• 승인사항 : UL & cUL

• 설치지침 :

- FIG. 4A는 배관의 길이 방향 측면이나 입상 버팀대의 배관 지지부속임.

- 버팀대 조립을 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수한 다른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  파이프에 FIG. 4A를 설치한 후에 TOLCO의 연결피팅인 FIG. 980, 910, 909등을 클램프에  

연결하여 사용함.

- 그림의 볼트와 너트를 조여주며 토크값은 최소 68Nm(50ft/lbs)이다.

- 알맞는 지지각을 조정하여 위하여 연결피팅을(FIG. 980, 910, 909) 돌려 조정할 수 있다.

• 마감 : 일반마감, 기타 다른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와 배관 규격 및 마감

• 참조 : 50mm ~ 200mm 길이방향 버팀대 설치 시 FIG. 4L을 추천함.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금강엠이씨  +  25

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4A - 내진용 파이프 클램프

• 적용범위 : 100mm(4”) ~ 200mm(8”) 배관, 100mm(4”)이하의 배관에는 B3140 적용.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진동에 의한 파이프 흔들림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됨.

• 승인사항 : UL & cUL

• 설치지침 :

- FIG. 4A는 배관의 길이 방향 측면이나 입상 버팀대의 배관 지지부속임.

- 버팀대 조립을 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수한 다른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  파이프에 FIG. 4A를 설치한 후에 TOLCO의 연결피팅인 FIG. 980, 910, 909등을 클램프에  

연결하여 사용함.

- 그림의 볼트와 너트를 조여주며 토크값은 최소 68Nm(50ft/lbs)이다.

- 알맞는 지지각을 조정하여 위하여 연결피팅을(FIG. 980, 910, 909) 돌려 조정할 수 있다.

• 마감 : 일반마감, 기타 다른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와 배관 규격 및 마감

• 참조 : 50mm ~ 200mm 길이방향 버팀대 설치 시 FIG. 4L을 추천함.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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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4A - 내진용 파이프 클램프

• 적용범위 : 100mm(4”) ~ 200mm(8”) 배관, 100mm(4”)이하의 배관에는 B3140 적용.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진동에 의한 파이프 흔들림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됨.

• 승인사항 : UL & cUL

• 설치지침 :

- FIG. 4A는 배관의 길이 방향 측면이나 입상 버팀대의 배관 지지부속임.

- 버팀대 조립을 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수한 다른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  파이프에 FIG. 4A를 설치한 후에 TOLCO의 연결피팅인 FIG. 980, 910, 909등을 클램프에  

연결하여 사용함.

- 그림의 볼트와 너트를 조여주며 토크값은 최소 68Nm(50ft/lbs)이다.

- 알맞는 지지각을 조정하여 위하여 연결피팅을(FIG. 980, 910, 909) 돌려 조정할 수 있다.

• 마감 : 일반마감, 기타 다른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와 배관 규격 및 마감

• 참조 : 50mm ~ 200mm 길이방향 버팀대 설치 시 FIG. 4L을 추천함.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적용범위

·65mm(2 1/2") ~ 100mm(4")

재질

·강철(STEEL)

승인사항

·UL & cUL

Part Name
PIPE SIZE UL Max Load

for Brace pipe Size Sch40 Lbs(kN)In (mm)

FIG 4A 2½" (65) 1000(4.45)

FIG 4A 3" (80) 1000(4.45)

FIG 4A 4" (100) 1600(7.11)

Part Name In (mm)
UL Max Load

Lbs (kN)

FIG 3000 2½" (65) 1000(4.45)

FIG 3000 3" (80) 1000(4.45)

14      GEUM GANG MEC

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4L - 종 방향 직렬(In-Line) 흔들림 버팀대 체결부속

• 적용범위 : 65mm(2 1/2”) ~ 200mm(8”) IPS.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진동에 의한 파이프의 흔들림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함.

• 승인사항 : UL & cUL, FM, FM DS 2-8을 준수하여 설계됨.

• 설치지침 :

- FIG. 4L은 배관의 종 방향 / 입상 버팀대에 사용이 가능함.

- 버팀대 조립을 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수한 다른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 배관 상부에 고정볼트가 위로가게 설치 한다.

- 헤드부가 딸깍 소리날 때까지 세트볼트와 벌려진 클램프 안으로 배관을 결합한다.

- 클램프의 JAW는 버팀대 각도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 마감 : 일반마감, 기타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번호와 배관규격 및 마감.

FM Approved when used with 1", 1 ", 1 '' or 2" Sch. 40 brace pipe. / FM Approved design loads are ba sed on ASD design method.

적용범위

·65mm ~ 80mm

재질

·강철(STEEL)

기능

·CPVC 배관 등에 설치될 수 있게 최적화된 제품임.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3000 - CPVC 및 STEEL배관용 배관연결부착물

금강엠이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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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825 - 철골구조용(Bar Joist Attachment To Steel) 빔 클램프

•  적용범위 : 한 사이즈로 모든 FIG. 900시리즈 제품과 연결이 가능함. 최대 수평 설계하중은 2015LBS 

(8.95KN)이고 두께가 9.4mm이하에 사용되며 9.4mm이상 철골구조물은 FIG. 828을 추천함.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흔들림 버팀대와 FIG. 900시리즈를 철골구조물에 결합함.

•  특징 : 이 제품의 디자인은 동심형태의 부착 포인트를 포함하고있고 이는 내진성능에 중요한 영

향을 줌. NFPA13에서는 연결부와 고정자의 동심 하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드릴링과 용접부

위가 없어 마찰없는 연결이 가능하다. 독특한 디자인이 보(joist)와의 연결부위를 강화한다. 브레

이크오프 헤드셋 볼트(Break-off nut) 디자인이 알맞는 설치 토크 값을 보장한다.(최소 31ft-lbs)

•  승인사항 :

- UL & cUL

-  FM(FM DS 2-8 요구사항에 준하거나 초과되도록 설계됨 59 페이지 참조, 

FM에 승인된 설계하중은 ASD 디자인 방법을 기초로 함.)

•  설치지침 :

- FIG. 825는 배관의 종, 횡방향의 버팀대와 함께 사용하는 배관 지지부속이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 되어야함.

-  강재 빔에 FIG.825를 연결하고 볼트헤드가 끊어질때까지 콘포인트 세트볼트를 조인다. 승인

된 TOLCO사의 피틸부속을 연결한다. TOLCO사의 피팅부속은 버팀대 설치각도를 알맞게 조

정할 수있다.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 HDG

•  무게 Wt/100(100개 무게) : 112.2kg(247.5Lbs).

•  주문방법 : FIG. 번호 및 마감

•  미국특허 #6,098,942, 캐나다 특허 #2,286,65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Maximum Design Load 2015 lbs. (8.96kN)

UL Listed as Hanger Attachment for
6" (150mm) Pipe at Maximum Spacing

금강엠이씨  +  15

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825 - 철골구조용(Bar Joist Attachment To Steel) 빔 클램프

•  적용범위 : 한 사이즈로 모든 FIG. 900시리즈 제품과 연결이 가능함. 최대 수평 설계하중은 2015LBS 

(8.95KN)이고 두께가 9.4mm이하에 사용되며 9.4mm이상 철골구조물은 FIG. 828을 추천함.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흔들림 버팀대와 FIG. 900시리즈를 철골구조물에 결합함.

•  특징 : 이 제품의 디자인은 동심형태의 부착 포인트를 포함하고있고 이는 내진성능에 중요한 영

향을 줌. NFPA13에서는 연결부와 고정자의 동심 하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드릴링과 용접부

위가 없어 마찰없는 연결이 가능하다. 독특한 디자인이 보(joist)와의 연결부위를 강화한다. 브레

이크오프 헤드셋 볼트(Break-off nut) 디자인이 알맞는 설치 토크 값을 보장한다.(최소 31ft-lbs)

•  승인사항 :

- UL & cUL

-  FM(FM DS 2-8 요구사항에 준하거나 초과되도록 설계됨 59 페이지 참조, 

FM에 승인된 설계하중은 ASD 디자인 방법을 기초로 함.)

•  설치지침 :

- FIG. 825는 배관의 종, 횡방향의 버팀대와 함께 사용하는 배관 지지부속이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 되어야함.

-  강재 빔에 FIG.825를 연결하고 볼트헤드가 끊어질때까지 콘포인트 세트볼트를 조인다. 승인

된 TOLCO사의 피틸부속을 연결한다. TOLCO사의 피팅부속은 버팀대 설치각도를 알맞게 조

정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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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 #6,098,942, 캐나다 특허 #2,286,65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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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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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에 승인된 설계하중은 ASD 디자인 방법을 기초로 함.)

•  설치지침 :

- FIG. 825는 배관의 종, 횡방향의 버팀대와 함께 사용하는 배관 지지부속이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 되어야함.

-  강재 빔에 FIG.825를 연결하고 볼트헤드가 끊어질때까지 콘포인트 세트볼트를 조인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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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 HDG

•  무게 Wt/100(100개 무게) : 112.2kg(247.5Lbs).

•  주문방법 : FIG. 번호 및 마감

•  미국특허 #6,098,942, 캐나다 특허 #2,286,65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Maximum Design Load 2015 lbs. (8.96kN)

UL Listed as Hanger Attachment for
6" (150mm) Pipe at Maximum Spacing

적용범위

·한 사이즈로 모든 FIG. 900시리즈 제품과 연결이 가능함. 최대 수평 설계하중은    

   2015LBS(8.95KN)이고 두께가 9.4mm이하에 사용되며 9.4mm이상 

   철골구조물은 FIG. 828을 추천함

재질

·강철(STEEL)

승인사항

·UL & cUL

승인사항

·UL & cUL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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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800 - 흔들림 버팀대 빔 구조 연결 부착물

• 적용범위 : 100mm(4”) ~ 450mm(18”)의 빔의 폭.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진동 및 지진에 위한 흔들림 버팀대 구조물의 연결됨.

•  특징 : 이제품의 디자인은 내진구조의 중요한 부분인 동심하중 연결점을 포함한다. NFPA13 

에서는 동심하중의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결부에 용접이나 드릴링으로 구조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곳에 구조물과의 안전한 결합을 가능하게 했다.

• 설치 지침 :

-  FIG. 800은 횡, 종방향 버팀대와 함께 진동 및 지진에 흔들림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물과  

결합하는 부속이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한 다른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 되어야 한다.

- FIG. 800을 그림과 같이 강재빔(H빔, I빔 등)에 위치한다.

- 볼트헤드가 끊어질때까지 빔플랜지의 세트볼트를 조여준다.

- 잠금와셔가 평평해질때까지 육각볼트헤드를 클램프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조여준다.

- FIG. 980, 910, 909등의 승인된 TOLCO의 부속을 연결하여 조립한다.

- 연결된 TOLCO의 부속은 버팀대 올바른 각도로 설치하기 위해 피봇 조정이 가능하다.

• 승인사항 :

- UL & cUL

- FM (하중 값은 57페이지 참조)

- FM DS 2-8에 충족하게 설계됨.

• 마감 : 일반 마감, 기타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빔플랜지 넓이에 따른 타입번호(아래표 참조), 사이즈 번호.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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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800 - 흔들림 버팀대 빔 구조 연결 부착물

• 적용범위 : 100mm(4”) ~ 450mm(18”)의 빔의 폭.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진동 및 지진에 위한 흔들림 버팀대 구조물의 연결됨.

•  특징 : 이제품의 디자인은 내진구조의 중요한 부분인 동심하중 연결점을 포함한다. NFPA13 

에서는 동심하중의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결부에 용접이나 드릴링으로 구조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곳에 구조물과의 안전한 결합을 가능하게 했다.

• 설치 지침 :

-  FIG. 800은 횡, 종방향 버팀대와 함께 진동 및 지진에 흔들림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물과  

결합하는 부속이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한 다른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 되어야 한다.

- FIG. 800을 그림과 같이 강재빔(H빔, I빔 등)에 위치한다.

- 볼트헤드가 끊어질때까지 빔플랜지의 세트볼트를 조여준다.

- 잠금와셔가 평평해질때까지 육각볼트헤드를 클램프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조여준다.

- FIG. 980, 910, 909등의 승인된 TOLCO의 부속을 연결하여 조립한다.

- 연결된 TOLCO의 부속은 버팀대 올바른 각도로 설치하기 위해 피봇 조정이 가능하다.

• 승인사항 :

- UL & cUL

- FM (하중 값은 57페이지 참조)

- FM DS 2-8에 충족하게 설계됨.

• 마감 : 일반 마감, 기타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빔플랜지 넓이에 따른 타입번호(아래표 참조), 사이즈 번호.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18      GEUM GANG MEC

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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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처 : 진동 및 지진에 위한 흔들림 버팀대 구조물의 연결됨.

•  특징 : 이제품의 디자인은 내진구조의 중요한 부분인 동심하중 연결점을 포함한다. NFPA13 

에서는 동심하중의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결부에 용접이나 드릴링으로 구조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곳에 구조물과의 안전한 결합을 가능하게 했다.

• 설치 지침 :

-  FIG. 800은 횡, 종방향 버팀대와 함께 진동 및 지진에 흔들림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물과  

결합하는 부속이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한 다른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 되어야 한다.

- FIG. 800을 그림과 같이 강재빔(H빔, I빔 등)에 위치한다.

- 볼트헤드가 끊어질때까지 빔플랜지의 세트볼트를 조여준다.

- 잠금와셔가 평평해질때까지 육각볼트헤드를 클램프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조여준다.

- FIG. 980, 910, 909등의 승인된 TOLCO의 부속을 연결하여 조립한다.

- 연결된 TOLCO의 부속은 버팀대 올바른 각도로 설치하기 위해 피봇 조정이 가능하다.

• 승인사항 :

- UL & cUL

- FM (하중 값은 57페이지 참조)

- FM DS 2-8에 충족하게 설계됨.

• 마감 : 일반 마감, 기타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빔플랜지 넓이에 따른 타입번호(아래표 참조), 사이즈 번호.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적용범위

·100mm(4”) ~ 450mm(18”)의 빔의 폭.

재질

·강철(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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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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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 DS 2-8에 충족하게 설계됨.

• 마감 : 일반 마감, 기타 재질의 마감은 본사에 문의

• 주문방법 : FIG. 빔플랜지 넓이에 따른 타입번호(아래표 참조), 사이즈 번호.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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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828 - 범용 흔들림 버팀대 연결 빔 클램프

•  적용범위 : 

- 한 사이즈로 모든 FIG. 900시리즈의 버팀대 부속과 연결이 가능함.

- 9.4mm ~ 22.2mm 두께의 구조물에 설치가 가능함.

- 두께가 9.4mm이하 철골구조물은 FIG. 825, 825A를 추천함.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다양한 형태의 철골 구조물과 흔들림 버팀대를 연결하여 설치됨.

•  특징 :

- 드릴링과 용접부위가 없어 마찰없는 연결이 가능함.

- 독특한 디자인으로 H빔, I빔, C찬넬, 용접 트러스 등에 오프셋 배치가 가능함.

- 빔에 교차되거나 빔을 따라 구조물에 브레이스를 고정한다.

- Break-off 세트볼트의 볼트헤드가 끊어질때까지 조여주면 올바른 설치의 육안검사가 가능함.

•  승인사항 :

- UL & cUL

- FM(FM DS 2-8 요구사항에 준하거나 초과되도록 설계되어있음)

•  설치지침 :

- FIG. 828은 배관의 종, 횡방향의 버팀대와 함께 사용하는 배관 지지부속이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 되어야함.

- FIG. 828을 빔의 플랜지, 트러스, 대들보 등에 설치가 가능하다.

- 후면의 개구부에 여유공간 없이 딱 맞게 물려 부착 한다.

-  볼트의 헤드가 끊어질때까지 콘포인트 세트볼트(그림의 A, B)를 조인다.  

세트볼트로 부터 플랜지 너트는 제거한다.(그림의 B)

- TOLCO사의 승인된 FIG. 900시리즈 피팅부속을 연결한다.

- 플랜지 너트를 조정하여 스위빌 피팅(FIG. 900시리즈)을 고정한다.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

•  무게 Wt/100(100개의 무게) : 124.7kg(275Lbs).

•  주문방법 : FIG. 번호, 마감

•  특허 : #6,098,942, #8,534,625

•  캐나다 특허 : #2,286,65

UL Horizontal Design Load

Maximum Design Load Across Beam
20151bs. (B.96kN)

Maximum Design Load Along Beam
20151bs. (8.96kN)

FM Approved design loads are  based on ASD design method.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GEUM GANG MEC13



금강엠이씨  +  17

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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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볼트로 부터 플랜지 너트는 제거한다.(그림의 B)

- TOLCO사의 승인된 FIG. 900시리즈 피팅부속을 연결한다.

- 플랜지 너트를 조정하여 스위빌 피팅(FIG. 900시리즈)을 고정한다.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

•  무게 Wt/100(100개의 무게) : 124.7kg(275Lbs).

•  주문방법 : FIG. 번호, 마감

•  특허 : #6,098,942, #8,534,625

•  캐나다 특허 : #2,286,65

UL Horizontal Design Load

Maximum Design Load Across Beam
20151bs. (B.96kN)

Maximum Design Load Along Beam
20151bs. (8.96kN)

FM Approved design loads are  based on ASD design method.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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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828 - 범용 흔들림 버팀대 연결 빔 클램프

•  적용범위 : 

- 한 사이즈로 모든 FIG. 900시리즈의 버팀대 부속과 연결이 가능함.

- 9.4mm ~ 22.2mm 두께의 구조물에 설치가 가능함.

- 두께가 9.4mm이하 철골구조물은 FIG. 825, 825A를 추천함.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다양한 형태의 철골 구조물과 흔들림 버팀대를 연결하여 설치됨.

•  특징 :

- 드릴링과 용접부위가 없어 마찰없는 연결이 가능함.

- 독특한 디자인으로 H빔, I빔, C찬넬, 용접 트러스 등에 오프셋 배치가 가능함.

- 빔에 교차되거나 빔을 따라 구조물에 브레이스를 고정한다.

- Break-off 세트볼트의 볼트헤드가 끊어질때까지 조여주면 올바른 설치의 육안검사가 가능함.

•  승인사항 :

- UL & cUL

- FM(FM DS 2-8 요구사항에 준하거나 초과되도록 설계되어있음)

•  설치지침 :

- FIG. 828은 배관의 종, 횡방향의 버팀대와 함께 사용하는 배관 지지부속이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 되어야함.

- FIG. 828을 빔의 플랜지, 트러스, 대들보 등에 설치가 가능하다.

- 후면의 개구부에 여유공간 없이 딱 맞게 물려 부착 한다.

-  볼트의 헤드가 끊어질때까지 콘포인트 세트볼트(그림의 A, B)를 조인다.  

세트볼트로 부터 플랜지 너트는 제거한다.(그림의 B)

- TOLCO사의 승인된 FIG. 900시리즈 피팅부속을 연결한다.

- 플랜지 너트를 조정하여 스위빌 피팅(FIG. 900시리즈)을 고정한다.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

•  무게 Wt/100(100개의 무게) : 124.7kg(275Lbs).

•  주문방법 : FIG. 번호, 마감

•  특허 : #6,098,942, #8,534,625

•  캐나다 특허 : #2,286,65

UL Horizontal Design Load

Maximum Design Load Across Beam
20151bs. (B.96kN)

Maximum Design Load Along Beam
20151bs. (8.96kN)

FM Approved design loads are  based on ASD design method.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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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828 - 범용 흔들림 버팀대 연결 빔 클램프

•  적용범위 : 

- 한 사이즈로 모든 FIG. 900시리즈의 버팀대 부속과 연결이 가능함.

- 9.4mm ~ 22.2mm 두께의 구조물에 설치가 가능함.

- 두께가 9.4mm이하 철골구조물은 FIG. 825, 825A를 추천함.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다양한 형태의 철골 구조물과 흔들림 버팀대를 연결하여 설치됨.

•  특징 :

- 드릴링과 용접부위가 없어 마찰없는 연결이 가능함.

- 독특한 디자인으로 H빔, I빔, C찬넬, 용접 트러스 등에 오프셋 배치가 가능함.

- 빔에 교차되거나 빔을 따라 구조물에 브레이스를 고정한다.

- Break-off 세트볼트의 볼트헤드가 끊어질때까지 조여주면 올바른 설치의 육안검사가 가능함.

•  승인사항 :

- UL & cUL

- FM(FM DS 2-8 요구사항에 준하거나 초과되도록 설계되어있음)

•  설치지침 :

- FIG. 828은 배관의 종, 횡방향의 버팀대와 함께 사용하는 배관 지지부속이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 되어야함.

- FIG. 828을 빔의 플랜지, 트러스, 대들보 등에 설치가 가능하다.

- 후면의 개구부에 여유공간 없이 딱 맞게 물려 부착 한다.

-  볼트의 헤드가 끊어질때까지 콘포인트 세트볼트(그림의 A, B)를 조인다.  

세트볼트로 부터 플랜지 너트는 제거한다.(그림의 B)

- TOLCO사의 승인된 FIG. 900시리즈 피팅부속을 연결한다.

- 플랜지 너트를 조정하여 스위빌 피팅(FIG. 900시리즈)을 고정한다.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

•  무게 Wt/100(100개의 무게) : 124.7kg(275Lbs).

•  주문방법 : FIG. 번호, 마감

•  특허 : #6,098,942, #8,534,625

•  캐나다 특허 : #2,286,65

UL Horizontal Design Load

Maximum Design Load Across Beam
20151bs. (B.96kN)

Maximum Design Load Along Beam
20151bs. (8.96kN)

FM Approved design loads are  based on ASD design method.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적용범위

·한 사이즈로 모든 FIG. 900시리즈의 버팀대 부속과 연결이 가능함.

·9.4mm ~ 22.2mm 두께의 구조물에 설치가 가능함.

·두께가 9.4mm이하 철골구조물은 FIG. 825, 825A를 추천함.

재질

·강철(STEEL)

특징

·드릴링과 용접부위가 없어 마찰없는 연결이 가능함.

·독특한 디자인으로 H빔, I빔, C찬넬, 용접 트러스 등에 오프셋 배치가 가능함.

·빔에 교차되거나 빔을 따라 구조물에 브레이스를 고정한다.

·Break-off 세트볼트의 볼트헤드가 끊어질 때까지 조여주면 올바른 설치의 

   육안검사가 가능함.

승인사항

·UL & cUL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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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825 - 철골구조용(Bar Joist Attachment To Steel) 빔 클램프

•  적용범위 : 한 사이즈로 모든 FIG. 900시리즈 제품과 연결이 가능함. 최대 수평 설계하중은 2015LBS 

(8.95KN)이고 두께가 9.4mm이하에 사용되며 9.4mm이상 철골구조물은 FIG. 828을 추천함.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흔들림 버팀대와 FIG. 900시리즈를 철골구조물에 결합함.

•  특징 : 이 제품의 디자인은 동심형태의 부착 포인트를 포함하고있고 이는 내진성능에 중요한 영

향을 줌. NFPA13에서는 연결부와 고정자의 동심 하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드릴링과 용접부

위가 없어 마찰없는 연결이 가능하다. 독특한 디자인이 보(joist)와의 연결부위를 강화한다. 브레

이크오프 헤드셋 볼트(Break-off nut) 디자인이 알맞는 설치 토크 값을 보장한다.(최소 31ft-lbs)

•  승인사항 :

- UL & cUL

-  FM(FM DS 2-8 요구사항에 준하거나 초과되도록 설계됨 59 페이지 참조, 

FM에 승인된 설계하중은 ASD 디자인 방법을 기초로 함.)

•  설치지침 :

- FIG. 825는 배관의 종, 횡방향의 버팀대와 함께 사용하는 배관 지지부속이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 되어야함.

-  강재 빔에 FIG.825를 연결하고 볼트헤드가 끊어질때까지 콘포인트 세트볼트를 조인다. 승인

된 TOLCO사의 피틸부속을 연결한다. TOLCO사의 피팅부속은 버팀대 설치각도를 알맞게 조

정할 수있다.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 HDG

•  무게 Wt/100(100개 무게) : 112.2kg(247.5Lbs).

•  주문방법 : FIG. 번호 및 마감

•  미국특허 #6,098,942, 캐나다 특허 #2,286,65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Maximum Design Load 2015 lbs. (8.96kN)

UL Listed as Hanger Attachment for
6" (150mm) Pipe at Maximum Spacing

제품의 특징

·배관연결부착장치,건축물부착장치, 건축물부착장치 어댑터가 단일 재질로

   균일한 품질과 성능 발휘

·버팀대 PIPE를 정확히 절단하지 않아도 손쉽게 설치 가능

재질

·열간압연강판

SET 제품의 구성

① 배관연결부착장치

② 지지대PIPE

③ 건축물부착장치

④ 건축물부착장치 어댑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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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825 - 철골구조용(Bar Joist Attachment To Steel) 빔 클램프

•  적용범위 : 한 사이즈로 모든 FIG. 900시리즈 제품과 연결이 가능함. 최대 수평 설계하중은 2015LBS 

(8.95KN)이고 두께가 9.4mm이하에 사용되며 9.4mm이상 철골구조물은 FIG. 828을 추천함.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흔들림 버팀대와 FIG. 900시리즈를 철골구조물에 결합함.

•  특징 : 이 제품의 디자인은 동심형태의 부착 포인트를 포함하고있고 이는 내진성능에 중요한 영

향을 줌. NFPA13에서는 연결부와 고정자의 동심 하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드릴링과 용접부

위가 없어 마찰없는 연결이 가능하다. 독특한 디자인이 보(joist)와의 연결부위를 강화한다. 브레

이크오프 헤드셋 볼트(Break-off nut) 디자인이 알맞는 설치 토크 값을 보장한다.(최소 31ft-lbs)

•  승인사항 :

- UL & cUL

-  FM(FM DS 2-8 요구사항에 준하거나 초과되도록 설계됨 59 페이지 참조, 

FM에 승인된 설계하중은 ASD 디자인 방법을 기초로 함.)

•  설치지침 :

- FIG. 825는 배관의 종, 횡방향의 버팀대와 함께 사용하는 배관 지지부속이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 되어야함.

-  강재 빔에 FIG.825를 연결하고 볼트헤드가 끊어질때까지 콘포인트 세트볼트를 조인다. 승인

된 TOLCO사의 피틸부속을 연결한다. TOLCO사의 피팅부속은 버팀대 설치각도를 알맞게 조

정할 수있다.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 HDG

•  무게 Wt/100(100개 무게) : 112.2kg(247.5Lbs).

•  주문방법 : FIG. 번호 및 마감

•  미국특허 #6,098,942, 캐나다 특허 #2,286,65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Maximum Design Load 2015 lbs. (8.96kN)

UL Listed as Hanger Attachment for
6" (150mm) Pipe at Maximum Spacing

제품의 특징

·횡방향 설치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손쉽게 설치가 가능           

·세트볼트는 최대한 조임으로 설치

사이즈

·40A~200A

제품의 특징

·범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어느 표면에도 설치각을 조정할 수 있다.     

· BREAK OFF BOLT는 헤드가 끊어질 때까지 조여줌으로 별도의 토크렌치가 필요치 

않으며, 육안검사가 가능하다.

앙카 HOLE 사이즈

제품의 특징

·범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빔에 설치가 가능하다.

· BREAK OFF BOLT는 헤드가 끊어질 때까지 조여줌으로 별도의 토크렌치가 필요치 

않으며, 육안검사가 가능하다.

설치가능 빔두께

·9.4mm~22.2mm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구성품목

배관연결부착장치
FIG 1001

건축물 부착장치
FIG 980

건축물 부착장치 어댑터
FIG 828

모델명 배관사이즈
설치각도별 정격하중(N)

KFI인정번호
30̊ 45̊ 60̊ 90̊

FIG 1001 40A 2,224 3,145 3,852 4,448 버팀19-14

FIG 1001 50A 2,224 3,145 3,852 4,448 버팀19-14

FIG 1001 65A 2,224 3,145 3,852 4,448 버팀19-14

FIG 1001 80A 2,224 3,145 3,852 4,448 버팀19-14

FIG 1001 100A 2,224 3,145 3,852 4,448 버팀19-14

FIG 1001 125A 3,558 5,032 6,163 7,117 버팀19-14

FIG 1001 150A 3,558 5,032 6,163 7,117 버팀19-14

FIG 1001 200A 4,481 6,337 7,762 8,963 버팀19-14

모델명 앙카홀 SIZE
설치각도별 정격하중(N)

KFI인정번호
30̊ 45̊ 60̊ 90̊

FIG 980 12mm 4,481 6,337 7,762 8,963
버팀 19-14(횡방향),

버팀 19-27(횡/종방향)

모델명 빔 두께 사이즈
설치각도별 정격하중(N)

KFI인정번호
30̊ 45̊ 60̊ 90̊

FIG 828 9.4~22.2mm 4,481 6,337 7,762 8,963
버팀 19-14(횡방향),

버팀 19-27(횡/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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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825 - 철골구조용(Bar Joist Attachment To Steel) 빔 클램프

•  적용범위 : 한 사이즈로 모든 FIG. 900시리즈 제품과 연결이 가능함. 최대 수평 설계하중은 2015LBS 

(8.95KN)이고 두께가 9.4mm이하에 사용되며 9.4mm이상 철골구조물은 FIG. 828을 추천함.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흔들림 버팀대와 FIG. 900시리즈를 철골구조물에 결합함.

•  특징 : 이 제품의 디자인은 동심형태의 부착 포인트를 포함하고있고 이는 내진성능에 중요한 영

향을 줌. NFPA13에서는 연결부와 고정자의 동심 하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드릴링과 용접부

위가 없어 마찰없는 연결이 가능하다. 독특한 디자인이 보(joist)와의 연결부위를 강화한다. 브레

이크오프 헤드셋 볼트(Break-off nut) 디자인이 알맞는 설치 토크 값을 보장한다.(최소 31ft-lbs)

•  승인사항 :

- UL & cUL

-  FM(FM DS 2-8 요구사항에 준하거나 초과되도록 설계됨 59 페이지 참조, 

FM에 승인된 설계하중은 ASD 디자인 방법을 기초로 함.)

•  설치지침 :

- FIG. 825는 배관의 종, 횡방향의 버팀대와 함께 사용하는 배관 지지부속이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 되어야함.

-  강재 빔에 FIG.825를 연결하고 볼트헤드가 끊어질때까지 콘포인트 세트볼트를 조인다. 승인

된 TOLCO사의 피틸부속을 연결한다. TOLCO사의 피팅부속은 버팀대 설치각도를 알맞게 조

정할 수있다.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 HDG

•  무게 Wt/100(100개 무게) : 112.2kg(247.5Lbs).

•  주문방법 : FIG. 번호 및 마감

•  미국특허 #6,098,942, 캐나다 특허 #2,286,65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Maximum Design Load 2015 lbs. (8.96kN)

UL Listed as Hanger Attachment for
6" (150mm) Pipe at Maximum Spacing

제품의 특징

·  배관연결부착장치, 건축물부착장치, 건축물부착장치 어댑터가 단일 재질로 균일한 

품질과 성능 발휘.

·배관연결장치는 단일제품으로 다양한 지지대 PIPE 설치 가능

재질

·열간압연강판

SET 제품의 구성

① 배관연결부착장치

② 지지대PIPE

③ 건축물부착장치

④ 건축물부착장치 어댑터

횡/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②

③

④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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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825 - 철골구조용(Bar Joist Attachment To Steel) 빔 클램프

•  적용범위 : 한 사이즈로 모든 FIG. 900시리즈 제품과 연결이 가능함. 최대 수평 설계하중은 2015LBS 

(8.95KN)이고 두께가 9.4mm이하에 사용되며 9.4mm이상 철골구조물은 FIG. 828을 추천함.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흔들림 버팀대와 FIG. 900시리즈를 철골구조물에 결합함.

•  특징 : 이 제품의 디자인은 동심형태의 부착 포인트를 포함하고있고 이는 내진성능에 중요한 영

향을 줌. NFPA13에서는 연결부와 고정자의 동심 하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드릴링과 용접부

위가 없어 마찰없는 연결이 가능하다. 독특한 디자인이 보(joist)와의 연결부위를 강화한다. 브레

이크오프 헤드셋 볼트(Break-off nut) 디자인이 알맞는 설치 토크 값을 보장한다.(최소 31ft-lbs)

•  승인사항 :

- UL & cUL

-  FM(FM DS 2-8 요구사항에 준하거나 초과되도록 설계됨 59 페이지 참조, 

FM에 승인된 설계하중은 ASD 디자인 방법을 기초로 함.)

•  설치지침 :

- FIG. 825는 배관의 종, 횡방향의 버팀대와 함께 사용하는 배관 지지부속이다.

- 버팀대 조립을 완성하기위해 NFPA13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부속이 추가적으로 설치 되어야함.

-  강재 빔에 FIG.825를 연결하고 볼트헤드가 끊어질때까지 콘포인트 세트볼트를 조인다. 승인

된 TOLCO사의 피틸부속을 연결한다. TOLCO사의 피팅부속은 버팀대 설치각도를 알맞게 조

정할 수있다.

•  마감 : 일반마감, 전기아연도금, HDG

•  무게 Wt/100(100개 무게) : 112.2kg(247.5Lbs).

•  주문방법 : FIG. 번호 및 마감

•  미국특허 #6,098,942, 캐나다 특허 #2,286,65

Eaton's B-Line Business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B-Line's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B-Lin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B-Line,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B-Line's  war-
ranty, Eaton's B-line Business makes no warranty relating to B-Line's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Business.

Maximum Design Load 2015 lbs. (8.96kN)

UL Listed as Hanger Attachment for
6" (150mm) Pipe at Maximum Spacing

제품의 특징

·횡/종방향 설치가능         

사이즈

·50A~200A

제품의 특징

·범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어느 표면에도 설치각을 조정할 수 있다.     

· BREAK OFF BOLT는 헤드가 끊어질 때까지 조여줌으로 별도의 토크렌치가 필요치 

않으며, 육안검사가 가능하다.

앙카 HOLE 사이즈

제품의 특징

·범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빔에 설치가 가능하다

· BREAK OFF BOLT는 헤드가 끊어질 때까지 조여줌으로 별도의 토크렌치가 필요치 

않으며, 육안검사가 가능하다.

설치가능 빔두께

·9.4mm~22.2mm

횡/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구성품목

배관연결부착장치
FIG 4L

건축물 부착장치
FIG 980

건축물 부착장치 어댑터
FIG 828

모델명 배관사이즈
설치각도별 정격하중(N)

KFI인정번호
30̊ 45̊ 60̊ 90̊

FIG 4L 50A 2,224 3,145 3,852 4,448 버팀19-27

FIG 4L 65A 2,224 3,145 3,852 4,448 버팀19-27

FIG 4L 80A 2,224 3,145 3,852 4,448 버팀19-27

FIG 4L 100A 2,224 3,145 3,852 4,448 버팀19-27

FIG 4L 125A 3,558 5,032 6,163 7,117 버팀19-27

FIG 4L 150A 3,558 5,032 6,163 7,117 버팀19-27

FIG 4L 200A 4,481 6,337 7,762 8,963 버팀19-27

모델명 앙카홀 SIZE
설치각도별 정격하중(N)

KFI인정번호
30̊ 45̊ 60̊ 90̊

FIG 980 12mm 4,481 6,337 7,762 8,963
버팀 19-14(횡방향),

버팀 19-27(횡/종방향)

모델명 빔 두께 사이즈
설치각도별 정격하중(N)

KFI인정번호
30̊ 45̊ 60̊ 90̊

FIG 828 9.4~22.2mm 4,481 6,337 7,762 8,963
버팀 19-14(횡방향),

버팀 19-27(횡/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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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   적용 범위 : 3/8”(10mm)와 1/2”(12mm) 모든 전산 볼트 (ATR)

•   재질 : 강철(Steel)

•   기능 : 고정형 구조물 연결 부속(가지배관 흔들림 버팀대) 구조물 부착 또는 행거 조립부속

•   특징 : 

-  Fig. 76은 다양한 구조물(철강, 목재, 콘크리트등)을 수용 할 수 있는 여러 크기의 파스너  

구멍이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또한 현장에서 각도에 맞춰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일반적인 설치 구성을 수용 하도록 45°로 고정되어 공급됩니다.

- 오픈된 디자인으로 맞물리는 전산볼트의 시공을 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버팀대의 크기에 따라 3/8” 와 1/2”의 전산 볼트에 적용이 가능 합니다.

•   설치지침 : 제조사 및 NFPA 13지침을 따라 구조유형(콘크리트, 목재, 철골등)에 적절한 제품을 

설치 합니다. 톨코사의 Fig. 76를 전산볼트와 바닥까지 맞물리게 설치 합니다.  

개방된 디자인으로 올바르게 설치 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또는 본사에 문의 하십시오.

•   승인사항 : UL 인증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고 FM 인증정보는 FM 페이지를 참조.

•   마감 : Pre-Galvanized(아연도금)  •   주문방법 : Fig. 번호 및 수량

흔들림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76-TOLCO™ 가지배관 고정 구조물 연결부속(흔들림 버팀대)조립부속

StructuraiAttachmentforRestraint(SwayBrace)

Eaton ' s TOLCO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series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Our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Eaton's B-Line Division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us,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Eaton's 
B-Line Division warranty, we make no warranty  relating to Eaton's TOLCO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Division.

†1/r = 400 NFPA 13 2010, Sec 9.3.6.1 (5)          †1/r = 400 NFPA 13 2013,Sec 9.3.6.1 (5)
**Per NFPA 13 (2013) Table 9.3.5.11.8 (a)(b)(c), consult for maximum allowable load information on ATR.
‡ Max  load governed by Fig. 76n7 Max horizontal load.

Loads shown  are axial ASD loads.

Loads shown  are axial ASD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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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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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  Fig. 76은 다양한 구조물(철강, 목재, 콘크리트등)을 수용 할 수 있는 여러 크기의 파스너  

구멍이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또한 현장에서 각도에 맞춰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일반적인 설치 구성을 수용 하도록 45°로 고정되어 공급됩니다.

- 오픈된 디자인으로 맞물리는 전산볼트의 시공을 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버팀대의 크기에 따라 3/8” 와 1/2”의 전산 볼트에 적용이 가능 합니다.

•   설치지침 : 제조사 및 NFPA 13지침을 따라 구조유형(콘크리트, 목재, 철골등)에 적절한 제품을 

설치 합니다. 톨코사의 Fig. 76를 전산볼트와 바닥까지 맞물리게 설치 합니다.  

개방된 디자인으로 올바르게 설치 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또는 본사에 문의 하십시오.

•   승인사항 : UL 인증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고 FM 인증정보는 FM 페이지를 참조.

•   마감 : Pre-Galvanized(아연도금)  •   주문방법 : Fig. 번호 및 수량

흔들림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76-TOLCO™ 가지배관 고정 구조물 연결부속(흔들림 버팀대)조립부속

StructuraiAttachmentforRestraint(SwayBrace)

Eaton ' s TOLCO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series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Our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Eaton's B-Line Division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us,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Eaton's 
B-Line Division warranty, we make no warranty  relating to Eaton's TOLCO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Division.

†1/r = 400 NFPA 13 2010, Sec 9.3.6.1 (5)          †1/r = 400 NFPA 13 2013,Sec 9.3.6.1 (5)
**Per NFPA 13 (2013) Table 9.3.5.11.8 (a)(b)(c), consult for maximum allowable load information on ATR.
‡ Max  load governed by Fig. 76n7 Max horizontal load.

Loads shown  are axial ASD loads.

Loads shown  are axial ASD loads.

Part Name In
UL Max Load

Lbs (kN)

FM Max Load Lbs (kN)

30̊ ~44̊ 45̊ ~59̊ 60̊ ~74̊ 75̊ ~90̊

⅜" Rod
Ibs.

½" Rod
Ibs.

⅜" Rod
Ibs.

½" Rod
Ibs.

⅜" Rod
Ibs.

½" Rod
Ibs.

⅜" Rod
Ibs.

½" Rod
Ibs.

FIG 76 3/8"  300 (1.34) 380 420 530 580 800 1,020 750 1,110

적용범위

·3/8”(10mm)와 1/2”(12mm) 모든 전산 볼트 (ATR)

재질

·강철(STEEL)

특징

·Fig. 76은 다양한 구조물(철강, 목재, 콘크리트등)을 수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각도에 맞춰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일반적인 설치 구성을 수용하도록 45°로    

   고정되어 공급된다.

·오픈된 디자인으로 맞물리는 전산볼트의 시공을 쉽게 검사할 수 있다.

·그리고 버팀대의 크기에 따라 3/8” 와 1/2”의 전산 볼트에 적용이 가능하다.

승인사항

·UL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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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EUM GANG MEC

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   적용 크기 : 3/8”(10mm), 1/2”(12mm) 전산볼트(ATR)

•   재질 : 강철(Steel)

•   기능 : 가지배관 고정용 시스템 연결부속

•   특징 : 

-  Fig. 77은 직경 1”(25mm) ~2”(50mm)까지 스틸강관과 CPVC등의 스프링쿨러 가지배관에 사

용됩니다. 또한 더 긴 버팀대가 필요한경우 현장에서 M10/M12 전산볼트를 사용할 수 있게 

조절이 가능 합니다.

-  별도의 토크렌치 없이 톨코의 견고한 브레이크 오프 볼트를 제거하면 올바른 설치가 됩니다. 

손쉽게 시공할수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간편히 한손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베관의 위 또는 아래에 원하는 위치와 각도로 설치가 가능

합니다. 또 배관을 따라 위치를 변경하거나 분리하여 재설치가 가능합니다.

-  현장상황에 맞게 사전조립(Fig.76&77과 전산볼트 결합)하여 시공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설치방법 : 톨코사의 Fig.77을 스프링쿨러 가지배관의 선정된 위치에 설치하여 흔들림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위치의 배관 위 또는 아래로 변형이 가능하며 제품의 가장자리에 결합된 전

산볼트는 최소 1”(25)는 나오게 설치 합니다. 결합된 Fig.77/76을 고정될 위치의 구조물까지 파이

프를 따라 슬라이드 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디자인으로 Fig.77 시스템 연결부속에 전산볼트를 

연결하고 Fig.76에 전산볼트의 다른부분을 연결 합니다. 올바른 설치 위치 및 각도를 확인한 후

에 별도의 토크값을 확인할 필요없이 볼트헤드가 부러질때까지 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 : UL 승인, FM승인에 관한내용은 FM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마감 : Pre-Galvanized.(아연도금)

•   주문방법 : Fig. 번호 및 배관 규격

가지배관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77-TOLCO™ 원터치 회전방식 가지배관 고정 시스템 연결부속(가지배관 버팀대)조립부속

Structural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Patent  Pending

Eaton ' s TOLCO seismic  bracing components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only with  other B-Line series bracing components, resulting in a listed seismic  bracing assembly.  Our warranty  for seismic 
bracing components will be the warranty  provided  in Eaton's B-Line Division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made available by us, except that, in addition  to the other exclusions  from  Eaton's 
B-Line Division warranty, we make no warranty  relating to Eaton's TOLCO seismic  bracing components that are combined  with  products  not provided  by Eaton's B-Line Division.

†1/r = 400 NFPA 13 2010, Sec 9.3.6.1 (5)          †1/r = 400 NFPA 13 2013,Sec 9.3.6.1 (5)       **Per NFPA 13 (2013) Table 9.3.5.11.8 (a)(b)(c), consult for maximum allowable load information on ATR.
‡ Max  load governed by Fig. 76n7 Max horizontal load.

* These loa ds a pply to IPS steel, Sc h.10, Sc h. 40, engineered 
lightwall  piping, such as Allied Dynaflow™ §, and CPVC pla stic 
pipe. Loads shown a re axia l ASD loa ds.

§ All other tra demarks are property of their r esp ective owners.

* Loads shown are axial ASD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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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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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배관 버팀대 (Seismic Brac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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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Attachment for Restraint (Sway Brace)
Patent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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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Loads shown a re axia l ASD loa ds.

§ All other tra demarks are property of their r esp ective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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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Max Load

Lbs (kN)

FM Max Load Lbs (kN)

30̊ ~44̊ 45̊ ~59̊ 60̊ ~74̊ 75̊ ~90̊

⅜" Rod
Ibs.

½" Rod
Ibs.

⅜" Rod
Ibs.

½" Rod
Ibs.

⅜" Rod
Ibs.

½" Rod
Ibs.

⅜" Rod
Ibs.

½" Rod
Ibs.

FIG 77

1"

300 (1.34)

140 160 200 230 250 280 280 320

1¼" 140 170 200 250 250 300 280 340

1½" 130 160 190 230 230 280 260 320

2" 120 150 170 210 210 260 240 290

적용범위

·3/8”(10mm), 1/2”(12mm) 전산볼트(ATR)

재질

·강철(STEEL)

기능

·가지배관 고정용 시스템 연결부속

특징

·Fig. 77은 직경 1”(25mm) ~2”(50mm)까지 스틸강관과 CPVC등의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에 사용됩니다. 또한 더 긴 버팀대가 필요한경우 현장에서 M10/M12 

  전산볼트를 사용할 수 있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토크렌치 없이 톨코의 견고한 브레이크 오프 볼트를 제거하면 올바른 

  설치가 됩니다. 손쉽게 시공할 수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편히 한 손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배관의 위 또는 아래에 원하는 위치와 각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배관을 따라 위치를 변경하거나 분리하여 재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장상황에 맞게 사전조립(Fig.76&77과 전산볼트 결합)하여 시공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승인사항

·UL

·FM

금강엠이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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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Pipe Hangers : Fig. 25 - 서지 억제 장치(Surge Restrainer)

• 적용크기 : 하나의 크기로 3/4"(20mm)부터 2"(50mm) 배관에 적용

• 재질 : 아연 도금 강판

•  특징 :  

-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 또는 지진 활동 중 발생하는 배관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Fig.200 밴

드 행거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서지 억제 장치는 밴드 행거의 잠금 위치에 스냅함으로써 쉽고 효율적으로 설치 됩니다.

-  이 제품은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13, 2010 edition, 9.2.3.4.4.1 및 

9.2.3.4.4.4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 입니다.스틸 파이프 또는 CPVC 플라

스틱 파이프를 제어하는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승인사항 : 미국 Underwriters Laboratories(UL)과 캐나다(cUL)인증.(FIG.200 밴드행거와 함께 

하송할 때)

• 마감 : 아연 도금

• 주문방법 : 제품번호 및 밴드행거 크기

• 특허 # 5,34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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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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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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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하나의 크기로 3/4"(20mm)부터 2"(50mm) 배관에 적용

재질

·아연 도금 강판

특징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 또는 지진 활동 중 발생하는 배관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Fig.200 밴드 행거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지 억제 장치는 밴드 행거의 잠금 위치에 스냅함으로써 쉽고 효율적으로 

   설치 됩니다.

승인사항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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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75 - 회전형 연결 부착물

• 적용범위 : 10mm(3/8”-16) 전산볼트(rod)로 연결 가능함.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  그림과 같이 앵커볼트나 빔클램프 등을 이용하여 빔등 구조물에 부착한 후 가지배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 NFPA13 규정을 준수하여 경사진 천정에도 사용함.(그림 참조)

• 승인사항 : UL & cUL(100mm 배관 까지 사용가능함)

• 마감 : 전기아연도금

• 무게 : 약 Wt/100 (100개당) - 6kg(13.3Lbs)

Fig. 98 - 로드 스티프너

Fig. 98B - 로드 스티프너 (부러지는 볼트 헤드)

• 적용범위 : 10mm(3/8”-16) ~ 22mm(7/8”-9) 행거 로드와 체결 가능함.

• 재질 : 강철(STEEL)

• 적용처 :

- 내진 버팀대를 위해 수직으로 설치된 행거로드에 찬넬과 같이 연결하는 부속

- 로드 스티프너를 설치 시 찬넬이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음.

• 승인사항 : OSHPD(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 Development)

• 마감 : 전기 아연도금, 기타 다른재질 마감은 본사에 문의.

• 무게(약 Wt./100(100개당)) : FIG. 98 - 5.3kg(11.8Lbs, FIG. 98B - 5.7kg(12.7Lbs)

참조 :  1) 로드 스티프너는 단지 행어와 내진 버팀대에 맞닫는 사다리꼴부속이나 100mm이내의 로드 에만 요구되며 최소 2개의 로드 스티프너가 설치됨. 
2) FIG. 98과 SC228의 요구되는 토크값은 8FT-LBS.(10.8N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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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내진 버팀대 (Seismic Bracing ) : Fig. 75 - 회전형 연결 부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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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용으로 사용한다.

- NFPA13 규정을 준수하여 경사진 천정에도 사용함.(그림 참조)

• 승인사항 : UL & cUL(100mm 배관 까지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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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8 - 로드 스티프너

Fig. 98B - 로드 스티프너 (부러지는 볼트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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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 전기 아연도금, 기타 다른재질 마감은 본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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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Beam Clamps : Fig. 65 - Reversible Steel 개방형 C타입 빔클램프 3/4”(19.0mm)
  Fig. 65XT - Reversible Steel 개방형 C타입 빔클램프 3/4”(19.0mm), (하단 참조)

• 적용크기 :  Fig, 65 - 1/2"-13 rod sizes and 5/8"-11 rod sizes 

Fig, 65XT - 3/8"-16 rod size (see below)

• 재질 : STEEL(강재), 컵포인트세트나사, 잼너트

• 적용처 : 빔의 두께 3/4”(19mm)미만의 강재빔 적용.

• 특징 :

- 주조형 빔클램프의 구조적 결함을 제거함.

- 빔의 상 하부에 부착 가능(연결구 상단이 비스듬하여 상부 빔 연결이 수월함.)

- 클램프는 상하부 양방향으로 설치가 가능함.

- 개방형 디자인으로 나사결합 검사가 가능함.

- 오프셋 디자인으로 전산볼트의 조정이 용이하다.

• 승인사항 :

- UL & cUL

- 미국방화협회(NFPA)의 조건에 충족함.

- 3/8”- 전산볼트(ROD)는 15mm(1/2”)에서 100mm(4”) 배관을 지지함.

- 1/2”-13 전산볼트(rod)는 200mm(8”) 배관까지 지지함.

• 마감 : STEEL (다양한 재질의 마감을 원할 경우 제조사에 문의 바랍니다.)

• 주문방법 :  FIG. 번호 및 마감

FIG. 65 특허 #4,570,885

Fig. 65XT-3/8 - Reversible Steel 개방형 C타입 빔클램프

적용크기 : 3/8”-16 전산볼트(rod)규격

특징 :  돌출확장시킨 나사홀이 전산볼트와 세트나사의 클램프와의  

결합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무게 : 약 Wt/100-28Lbs(12.7kg), 개당 0.13kg.

승인사항 :

- cULus, FM(100mm이하 배관)

* FM DS 2-0’에 충족하게 설계되어 있음.

마감 : 일반 스틸 및 전기아연도금.

주문방법 : FIG. 번호 및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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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 특허 #4,570,885

Fig. 65XT-3/8 - Reversible Steel 개방형 C타입 빔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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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방법 : FIG. 번호 및 마감

적용범위

·10mm(3/8”-16) 전산볼트(rod)로 연결 가능함.

재질

·강철(STEEL)

승인사항

·UL(100mm 배관 까지 사용가능함)

적용범위

·3/8”-16 전산볼트(rod)규격

특징

·돌출 확장시킨 나사홀이 전산볼트와 세트나사의 클램프와의 결합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승인사항

·UL, FM(100mm이하 배관) * FM DS 2-0’에 충족하게 설계되어 있음.

금강엠이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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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Beam Clamps : Fig. 66 - Reversible Steel 목개방형 C타입 빔클램프 1 1/4”(31.7mm)

• 적용규격 : 3/8”-16, 1/2”-13 전산볼트(rod)규격, 5/8”-11 전산볼트(rod)규격.

• 재질 : STEEL, 컵포인트 세트나사, 잼너트

• 적용처 : 빔 두께 1 1/4”(31.7mm) 미만의 강재 빔.

• 특징 : 

- 주조형 빔클램프의 구조적 결함을 제거함.

- 빔의 상 하부에 부착 가능(연결구 상단이 비스듬하여 상부 빔 연결이 수월함.)

- 클램프는 상하부 양방향으로 설치가 가능함.

- 개방형 디자인으로 나사결합 검사가 가능함.

- 오프셋 디자인으로 전산볼트의 조정이 용이하다.

• 승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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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6 전산볼트(rod)는 15mm(1/2”)에서 100mm(4”) 배관을 지지함.

- 1/2”-13 전산볼트(rod)는 200mm(8”) 배관까지 지지함.

• 마감 : 일반 STEEL (다양한 재질의 마감을 원할 경우 제조사에 문의 바랍니다.)

• 주문방법 : FIG.번호 및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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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Clamps : Fig. 66 - Reversible Steel 목개방형 C타입 빔클램프 1 1/4”(31.7mm)

• 적용규격 : 3/8”-16, 1/2”-13 전산볼트(rod)규격, 5/8”-11 전산볼트(rod)규격.

• 재질 : STEEL, 컵포인트 세트나사, 잼너트

• 적용처 : 빔 두께 1 1/4”(31.7mm) 미만의 강재 빔.

• 특징 : 

- 주조형 빔클램프의 구조적 결함을 제거함.

- 빔의 상 하부에 부착 가능(연결구 상단이 비스듬하여 상부 빔 연결이 수월함.)

- 클램프는 상하부 양방향으로 설치가 가능함.

- 개방형 디자인으로 나사결합 검사가 가능함.

- 오프셋 디자인으로 전산볼트의 조정이 용이하다.

• 승인사항 : 

- UL & cUL

- 미국방화협회(NFPA)의 조건에 충족함.

- 3/8”-16 전산볼트(rod)는 15mm(1/2”)에서 100mm(4”) 배관을 지지함.

- 1/2”-13 전산볼트(rod)는 200mm(8”) 배관까지 지지함.

• 마감 : 일반 STEEL (다양한 재질의 마감을 원할 경우 제조사에 문의 바랍니다.)

• 주문방법 : FIG.번호 및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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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규격

·3/8”-16, 1/2”-13 전산볼트(rod)규격, 5/8”-11 전산볼트(rod)규격.

재질

·STEEL, 컵포인트 세트나사, 잼너트

적용처

·빔 두께 1 1/4”(31.7mm) 미만의 강재 빔.

특징

·주조형 빔클램프의 구조적 결함을 제거함.

·빔의 상 하부에 부착 가능(연결구 상단이 비스듬하여 상부 빔 연결이 수월함.)

·클램프는 상하부 양방향으로 설치가 가능함.

·개방형 디자인으로 나사결합 검사가 가능함.

·오프셋 디자인으로 전산볼트의 조정이 용이하다.

승인사항

·UL & cUL

·3/8”-16 전산볼트(rod)는 15mm(1/2”)에서 100mm(4”) 배관을 지지함.

·1/2”-13 전산볼트(rod)는 200mm(8”) 배관까지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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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Pipe Hangers : Fig. 200 - “Trimline” 조정가능한 밴드행어 (B-Line FIG. B3170NF)

Fig. 200F - “Trimline” 조정가능한 팰트라이닝 밴드행어 (B-Line FIG. B3170NFF)

Fig. 200C - “Trimline” 조정가능한 플라스틱코팅 밴드행어 (B-Line FIG. B3170NFC)

Fig. 200S - “Trimline” 조정가능한 Non-Captured Nut 밴드행어

• 적용범위 : FIG. 200 - 1/2”(15mm) ~ 8”(200mm) 배관

• 재질 : 강철(STEEL), G90 스펙 아연도금

• 적용처 : 소방배관 빛 일반배관용, 무늬있는 회전이음 너트를 적용하여 설치후 행거조정이 가능함.

• 특징 :

- 나팔끝 마감으로 인한 쉬운 체결이 마찰로부터 CPVC파이프 및 모든 파이프를 보호한다.

- Captured design은 파이프 행거와 너트를 분리시켜 너트를 설치 후에도 조정할 수 있음.

- Non-captured nut를 주문하실 때는 FIG.200S를 주문하여 주십시오.

• 승인사항 :

- UL & cUL

- FM

- FM DS 2-0 조건을 충족함.

• 최고사용온도 : 343°C (650°F)

• 마감 : 아연도금, 스테인레스스틸 (일반제품과 달리 2개의 육각너트가 공급됨)

• 주문방법 : FIG.번호 및 배관 규격과 마감

Fig. 200HFig. 200 Fig. 200F Fig. 2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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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FIG. 200 - 1/2”(15mm) ~ 8”(200mm) 배관

재질

·강철(STEEL), G90 스펙 아연도금

특징

·나팔끝 마감으로 인한 쉬운 체결이 마찰로부터 CPVC파이프 및 

   모든 파이프를 보호한다.

·Captured design은 파이프 행거와 너트를 분리시켜 너트를 설치 후에도 

   조정할 수 있음.

·Non-captured nut를 주문하실 때는 FIG.200S를 주문하여 주십시오.

승인사항

·UL & cUL

·FM

·FM DS 2-0 조건을 충족함.

최고사용온도

·343°C (65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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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SEISMIC STOPPER : SYPS내진스토퍼

구        분 적용하중 (kgf ) A B C D E F G H I

SYPS-1000 1200 250 200 100 50 Ø22 140 130 240 40

SYPS-2000 2500 270 220 120 70 Ø22 160 150 240 40

SYPS-3500 4000 290 240 150 100 Ø22 180 170 240 40

SYPS-1000

SYPS-2000/3500

• SYPS내진스토퍼

-   현장설치가 용이하며 방진가대의 스프링 브라켓트의 위치를 넘지않아 설치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   현장설치시 용접 및 부수적인 작업이 필요 없으며 전기도금처리로 외관이 미려하고 습기 및 

녹발생에 강하다.

• SYPS내진스토퍼설치방법

-   20HP이하 : 방진가대 4방향 중앙에 각1개소 설치

-   25HP이상 : 방진가대 측면에 → 각2개소 설치 

               펌프,전동기방향에 → 각1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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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PS내진스토퍼

·현장설치가 용이하며 방진가대의 스프링 브라켓트의 위치를 

   넘지 않아 설치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장 설치 시 용접 및 부수적인 작업이 필요 없으며 전기도금 처리로 

   외관이 미려하고 습기 및 녹발생에 강하다.

SYPS내진스토퍼설치방법

·20HP이하 : 방진가대 4방향 중앙에 각1개소 설치

·25HP이상 : 방진가대 측면에 → 각2개소 설치 펌프,전동기 방향에 

                  → 각1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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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모든 규격에 해당

커플링 : 플렉시블 커플링 (STYLE 75)

• 장점

- 중간 정도의 사용압력이 예상되고 중량을 중요한 고려요인인 경우에 사용

- Style 77에 비해 50% 가벼운 중량

- 최대 500psi / 3450kPa의 사용압력

- 1 ~ 8인치 / 25 ~ 200mm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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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STOPPER : SYPS내진스토퍼

구        분 적용하중 (kgf ) A B C D E F G H I

SYPS-1000 1200 250 200 100 50 Ø22 140 130 240 40

SYPS-2000 2500 270 220 120 70 Ø22 160 150 240 40

SYPS-3500 4000 290 240 150 100 Ø22 180 170 240 40

SYPS-1000

SYPS-2000/3500

• SYPS내진스토퍼

-   현장설치가 용이하며 방진가대의 스프링 브라켓트의 위치를 넘지않아 설치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   현장설치시 용접 및 부수적인 작업이 필요 없으며 전기도금처리로 외관이 미려하고 습기 및 

녹발생에 강하다.

• SYPS내진스토퍼설치방법

-   20HP이하 : 방진가대 4방향 중앙에 각1개소 설치

-   25HP이상 : 방진가대 측면에 → 각2개소 설치 

               펌프,전동기방향에 → 각1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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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otection solutions

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모든 규격에 해당

커플링 : 플렉시블 커플링 (STYLE 75)

• 장점

- 중간 정도의 사용압력이 예상되고 중량을 중요한 고려요인인 경우에 사용

- Style 77에 비해 50% 가벼운 중량

- 최대 500psi / 3450kPa의 사용압력

- 1 ~ 8인치 / 25 ~ 200mm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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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정도의 사용압력이 예상되고 중량을 중요한 고려요인인 경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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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중간 정도의 사용압력이 예상되고 중량이 중요한 고려요인인 경우에 사용

·Style 77에 비해 50% 가벼운 중량

·최대 500psi / 3450kPa의 사용압력

·1 ~ 8인치 / 25 ~ 200mm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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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최적의 표면코팅으로 앙카 확장력 증대

·ETA , C1/C2 내진설계용 앙카

제품특징

·내력성능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구조 설계

·ETA , C1/C2 내진설계용 앙카

적용앵커 콘크리트 압축 강도
(MPa)

앵커 사이즈
(mm)

앵커 총길이
(mm)

설치깊이
(mm)

인발내진 설계하중
(kN)

전단내진 설계하중
(kN)

HST3 M10/80 20.4 10 80 40 각도별 앙카 구조계산서 참조

HST3 M12/85 20.4 12 85 50 각도별 앙카 구조계산서 참조

HST3 M12/115 20.4 12 115 70 각도별 앙카 구조계산서 참조

HST3 M16/140 20.4 16 140 85 각도별 앙카 구조계산서 참조

적용앵커 콘크리트 압축 강도
(MPa)

앵커 사이즈
(mm)

앵커 총길이
(mm)

설치깊이
(mm)

인발내진 설계하중
(kN)

전단내진 설계하중
(kN)

FAZ II M10/10 20.4 10 95 60 각도별 앙카 구조계산서 참조

FAZ II M12/10K 20.4 12 90 55 각도별 앙카 구조계산서 참조

FAZ II M12/10 20.4 12 110 70 각도별 앙카 구조계산서 참조

FAZ II M16/25 20.4 16 148 85 각도별 앙카 구조계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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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imensions in charts and on drawings are in inches. Dimensions shown in parentheses are in millime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HST3 Metal expansion anchor : HST3 Carbon steel / HST3-R Stainless steel

• 장점

- 얇은 부재 두께, 좁은 앵커간 간격과 모서리 거리에서의 높은 하중 성능

- 최적의 표면코팅으로 앵커 확장력 증대

- 압축강도 C 12/15 에서 C 80/95 범위의 균열 또는 비균열 콘크리트 에서 모두 사용가능

- ETA C1/C2 내진설계용 앵커

- 설계 유연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두가지 삽입깊이

- HST 대비 앵커간 간격과 모서리 거리 25% 감소

- HST 대비 설계저항(인장)값 66% 증가

- 품질검사가 가능한 Red ring 표현

HST3
Carbon steel

HST3-R
Stainless steel

부    위 재    료

Bolt
HST3/HST3-BW Carbon steel, galvanized to min. 5 μm

HST3-R/HST3-R-BW Stainless steel

Description Authority / Laboratory No. / date of issue

European technical approval a) DIBt, Berlin ETA-98/0001 / 2015-11-06

Fire test report DIBt, Berlin ETA-98/0001 / 2015-11-06

앵커 규격 M8 M10 M12 M16 M20 M24

최소 피부착물의 두께 tfix,min [mm] 2 2 2 2 2 2

최대 피부착물의 두께 tfix,max [mm] 195 220 270 370 310 330

콘 축의 직경 dR [mm] 5,60 6,94 8,22 11,00 14,62 17,40

최소 앵커 길이 l1,min [mm] 75 90 115 140 170 200

최대 앵커 길이 l1,max [mm] 260 280 350 475 450 500

확장 슬리브 길이 l2 [mm] 13,6 16,0 20,0 25,0 28,3 36,0

앵커 치수

재료의 품질

승인 / 인증서

a) 이 장에 주어진 콘크리트강도 C20/25 에서 C50/60 의 HST3 자료는 2015-11-06 에 발행된 ETA-98/0001 를 따르고 

있으며, 다른 콘크리트 강도의 HST3 자료는 힐티 기술 자료를 따르고 있음. 

힐티앙카 (HST3)

피셔앙카 (FAZ II , FAZ II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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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사례

Actual Construction



GEUM GANG MEC

4방향 버팀대

Actual Construction-시공 실적 및 사례 - 국내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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