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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FC-227ea (FM-200) 개요 

 개발 목적 
 

   - HFC-227ea는 개발 사유는 천식치료제의 추진제로 사용하기 위함 임. 

-  1990년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음 
-  수십만 건의 시공 사례로 입증 된  지속되는 성능이 기록되고 있음 (NFPA) 
-  독성 성질이 거의 없다  
    (그 어떤 청정소화약제보다   많은 독성 테스트를 거쳐왔다) 
- 천식치료제의 추진제로 사용되고 있어  인체의 안전성이 확보됨. 
    (FM-200은 FDA인증 천식치료제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약제에 대한 검증 및 안전성 

HFC-227ea (CF3CHFCF3: 1,1,1,2,3,3,3-heptafluoropropane)는 1990년대 초반에 미국 GLCC 
(Great Lakes Chemical Corporation)사에 의해 개발되어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청정소화약제임  

  

-  1990년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음 
-  수십만 건의 시공 사례로 입증 된  지속되는 성능이 기록되고 있음 (NFPA) 
-  독성 성질이 거의 없다  
    (그 어떤 청정소화약제보다   많은 독성 테스트를 거쳐왔다) 
- 천식치료제의 추진제로 사용되고 있어  인체의 안전성이 확보됨. 
    (FM-200은 FDA인증 천식치료제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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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FC-227ea (FM-200) 시스템 소개   

피스톤 플로우 시스템 (P.F.S) 가변 축압식 (K.S.S / E.F.S) 시스템 

 방      식 : 축압식 + 가압식 (Piston Flow System) 

 국제인증 : 약제 및 시스템  UL, FM 인증       

 특     징 : 장거리 배관 설계 (방사거리 130M 까지 가능) 

              . 대규모 공장/플랜트 지역내 1개소 저장 용기실로  

                여러 개의 방호구역 적용으로 경제적 임 

              . 층고가 높은 대상물 (변전실,발전소,시험장 등), 

                원거리/근거리 모든 방호구역 적용에 효과적 

 방      식 : 가변 축압식( Korea Standard System-KFI/ 

Easy Flow System-UL&FM) 

 국제인증 : 약제 및 시스템  UL, FM 인증       

 특      징 : 방사거리 최대 80M 수준 

                  . 층고가 낮고 근거리에 있는 방호구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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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FC-227ea (FM-200) 시스템 소개   

피스톤 플로우 시스템 (P.F.S) 작동 원리 

<Pressurization>

Agent : HFC-227ea

nd

nd

st

st

2.5Mpa N2

Suppression

6~8Mpa

MASTECO'S  Piston Flow System

Keep the Discharging Pressure
at 2   Discharge

Actuating
Device

1   Discharge
Starting Agent

Control Panel

2   Discharge

Detector

1   Discharge

 방 식   

  -  축압식 + 가압식 

 

 시스템 구성  

    축압식과 가압식의  양방향 시스템을 채택하여 

    축압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배관 설계길이를 

    향상시켜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 가능 

 

 Ex.) 

  115 Liter (축압식+가압식)의  경우 약제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가스 약제 충전량 80kg을 채운 

  후 질소 용기를  추가로 장착하여 최대 배관설계 

  길이로  설계 가능 

  (최대 130M  가능) 

시스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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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FC-227ea (FM-200) 시스템 소개   

피스톤 플로우 시스템 (P.F.S) 설계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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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FC-227ea (FM-200) 시스템 소개   

 방 식   

  -  가변 축압식 (당사 25bar시스템) 

 

 시스템 구성  

    피스톤 플로우 시스템 방식에 비해 제한적이며  

    배관 길이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약제 용기 

    약제량을 최소 충진하여 질소(N2)가스의 축압량 

    을 늘려 주어여 함 

    

 Ex.) 

  82.5 Liter (42bar)의  경우 약제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약제 충전량 40kg을 충진후 질소 

  충진량을 늘려  최대 배관설계  길이로  설계가능 

   (최대 80M  수준) 

시스템 특징 가변 축압식 (K.S.S / E.F.S) 시스템 

Detector

<Pressurization>

 Discharge  Agent

Agent : HFC-227ea

Actuating
Device

Control Panel

Fire

GENE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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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FM-200 약제 및 시스템  국내외 인증   

UL FM K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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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스템별 타사 대비 비교    

구              분 마스테고 타        사 

  방 출 방 식 축압식(25bar) + 가압식 가변 축압식 (42bar) 

  A/C급 
  소화농도 / 설계농도 

5.9166% / 7.1% 5.833% / 7.0% 

  체적당 약제량 0.559kg 0.547kg 

  약제 용기 59ℓ , 89ℓ , 115ℓ 68ℓ , 82.5ℓ , 140ℓ 

  배  관 비 307% 210% 

  설계 배관거리  약 130m 약 80m 

  장거리 시 주사용 
  용기 및 충전량 

115ℓ/ 80kg 82.5ℓ/ 40kg 

 500㎥ 고법 제한 용기수량 
115ℓ 약제용기 : 24병+ 
68ℓ 질소용기 : 24병 

82.5ℓ : 49병 

HFC-227ea 
 

납 품  실 적  

미국, 유럽 등 국제적으로 가장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며   
국내는 2006년 부터 대형 프로젝
트 설치 실적 보유로 이미 검증된  
시스템임 .   
.반도체: 평택, 화성,기흥,온양,탕정  
.전자구미, 바이오로직스, 미술관 
.고성 화력발전소 등 대형플랜트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스
템이며  국내 출시가 얼마되지 않아 
현장 검증이 안된 시스템이고  
삼성관계사 설치 실적이 없음 
 
. 맥이앤에스    : 인증 취득 1년 
. 한주케미칼    :  인증취득 9개월 
. 에스텍시스템  : 인증취득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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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FC-227ea vs HFC-23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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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 성능 

3. 인체 안전성 

2. 환경 적응성 



  9. HFC-227ea vs HFC-23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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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CFCs 생산규제 

5. 국제 인지도  



최고의 소방제품과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고객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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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 오로라(AURORA)    
        www.iaurora.co.kr 
 
        Tel : 053) 585-8161, 053)585-7001 
         담당자 : 황원철 부장 010-8590-8262 
                     김정기 차장 010-3521-5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