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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인증서 

HFC-236fa 3.0kg HFC-236fa 3.5kg 



2. FORT-236fa 소화기 제안(1/5) 

◈ 236 소화약제 

◎ HFC-236fa 
  
◎ 1,1,1,3,3,3-Hexafluoropropane 
 
◎ CF3-CH2-CF3 

 
◎ 청정소화약제- 무 잔재물  

   
· 오존층 파괴지수 Zero 
 
· 사용 후 처리비용 Zero 
 
·  무독성 
 
·  전기전도성 없음 
 
·  단종계획 없음 



2. FORT-236fa 소화기 제안(2/5) 

◈ HCFC 폐지 촉진 

◎ 2007년 9월 몬트리올 의정서 
 
 ·HCFC 폐지 촉진 
 
 · 선진국 2020년 전체 생산폐지 
 
 · 개발도상국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 전체 생산폐지 

선진국 개발도상국 

생산 및 소비 동결                2013 

 

재사용 

 

75% redn by 2010 

90% redn by 2015 

10% redn 2015 

35% redn 2020 

67.5% redn 2025 

폐지 2020 2030 



2. FORT-236fa 소화기 제안(3/5) 

◎ FORT-236fa 소화기는 HFC-236fa 소화약제를 사용합니다. 

◎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한 단계적 폐기일정이 없는 소화약제 입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획득하여 소화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소화기 입니다. 

◎ 분말, 강화액, 폼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화약제에 의한  

    2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 비전도성 가스계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전자제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고가장비, 반도체장비 등에 방사시 장비의 가동이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 여타의 청정소화약제들이 함유하고 있는 솔벤트 성분이 전무하여, 고무나 플라스틱 등에  

    부식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LOAEL(독성인정최저농도) NOAEL(무동성량)이 여타의 청정소화약제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선진국에서는 수술실용 소화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소화기 특징 



2. FORT-236fa 소화기 제안(4/5) 

◈ 제품사양 

모델명 (HFC-236fa 3.0kg) (HFC-236fa 3.5kg) 

약제저장량 3.0kg 3.5kg 

소화성능 A1, B1, C A1, B1, C 

방사거리 3~4m 3~4m 

방사시간 약 12초 약 14초 

총중량 약 5.6kg 약 6.1kg 

사용온도범위 -20~40℃ -20~40℃ 

형식승인번호 수소16-20 수소16-21 

◈ 가스계 소화기 비교 

구분 HFC-236fa HALON CO2 

오존층 파괴지수 없음 있음 없음 

단종 계획 없음 있음 없음 

뒷처리문제 없음 없음 없음 

A급 화재 적응성 있음 있음 없음 

부식성 없음 있음 없음 

3KG, 3.5KG – 외경 114Ø / 높이 505mm 



2. FORT-236fa 소화기 제안(5/5) 

◈ 적용대상 

–  전기설비 
•  변전소, 발전소, 전화국, 무선기지국 

 

–  고가장비 
• 병원, IDC, CLEAN ROOM, 연구소, 은행 

 

–  기타시설 
• 박물관, 교통시설, 호텔, 쇼핑몰 등. 



청정소화기 납품이력 

◆ 연세의료원 본관병원 ◆ 대구교육 팔공산수련원 ◆전국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 한양대학병원 ◆ 남포미술관 ◆전국 이마트, 롯데마트 

◆ 여수해양경찰학교 ◆ 오창 LG 화학 ◆삼성코닝정밀소재 

◆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 김포현대아울렛 ◆삼성전자수원사업장 

◆ 세종시청사 ◆ 서울난곡초등학교 ◆빕스(VIPS) 

◆ 한국소방안전협회 ◆ 제주도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롯데우유 

◆ 부산해운대 신세계백화점 ◆ 안양 푸르지오 현장 ◆전국스타벅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LG화학 오창 

◆ 현대호텔 신축현장 ◆ 과천청사 ◆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 백제약품 ◆LG화학본사 

◆ 협신초등학교 ◆ 삼가고등학교 ◆LG디스플레이 

◆ 포항ktx역사 ◆ 이천 하이닉스 ◆SKT사옥 

◆ 현대제철 ◆ 덕성여자대학교  ◆포스코 

◆ 경산현대타운 ◆ 현대노블리스 그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