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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주)마스테코 [구]한국하론

● 대표이사 : 오주환

● 설립년도 : 1982년

● 취급품목 :  스프링클러헤드, 소방용 밸브, 청정소화약제, 부압식 스프링클러, F–500(Wetting Agent),  

주방용 소화장치, 간이 스프링클러시스템,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Fire Safe, 스프링쿨러 조인트, 

자동식소화기

Company Introduction

첨단 소방 산업의 글로벌 리더

MASTECO
Global Leader in Fire Fighting Equipment

(주)마스테코는

모든 제품을 자체 생산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FM-200Ⓡ은

시스템 기기

1. 소화약제 저장용기

2. 질소용기

3.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4. 질소용기 밸브

5. 선택밸브

6. 체크밸브(50A)

7. 플렉시블 호스(50A)

8. 플렉시블 호스(20A)

9. 유니언 엘보

10. 분사헤드

11. 니들실린더

12. 안전밸브

13. 릴리프 밸브

14. 체크밸브(6A)

15. 집합관 용접소켓(커플링)

16. 어댑터

17. 기동용기함

18. 수동조작함

19. 방출표시등

소화시스템

KSS 시스템

PFS 시스템

모듈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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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200Ⓡ
은

● 오존층 파괴지수(ODP)가 “0” 

● 미국 환경처(EPA)의 SNAP(Significant New Alternatives Policy)에서 추천

●  화합물의 모든 조성 성분에 대해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이  

승인한 최초의 청정소화약제

● 미국 FM(Factory Mutual)로부터 공식 승인

● NFPA 2001 Code에 등재된 청정소화약제 중 가장 우수함

●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미국 휴즈사의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계에 신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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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기  System Equipment

시스템 기기

System Equipment

시스템 기기  System Equipment

1. 소화약제 저장용기

1) 소화약제용기(KSS)

▒ 사 양

모 델 명

구    분

KSS : MFC-50

PFS : MFC-P50

KSS : MFC-75

PFS : MFC-P75

KSS : MFC-100

PFS : MFC-P100

주   요   재   질 고압가스 용기용 강판 SG365 (KS D 3533)

내   용  적  (Lit.) 59.6 89 115.4

외       경  (㎜) 350 350 350

높       이  (㎜) 815 1,130 1,425

빈용기 중량  (㎏) 46.5 61.3 72.8

KSS 충전범위 (㎏) 29.5 ~ 50.7 44.5 ~ 75.7 57.5 ~ 98

PFS 충전범위 (㎏) 29.5 ~ 56 44.5 ~ 83.5 57.5 ~ 108.6

충 전 압 력  (kPa) 2,482 2,482 2,482

내압시험압력 (kPa) 5,500 5,500 5,500

적 용 용 기 밸 브 40A 40A 50A

 

모델명 내용적(Lit.) 중량(kg) 용기벨브규격 L

MFC–50
+0.8

59.6-0.5 40.7±1 40A 815±20

MFC–75
+0.8

89.0-0.5 54±1 40A 1130±20

MFC–100
+0.8

115.4-0.5 65.5±1 50A 1425±20

내압 시험 압력 : 5.5 MPa

기밀 시험 압력 : 3.3 MPa

AUTOMATIC CO2 WELDING

AUTOMATIC SUB WELDING

L

5.
0

Ø
35

0
±

3.
5

2) 소화약제용기(PFS)

모델명 내용적(Lit.) 중량(kg) 용기벨브규격 L

MFC–P50
+0.8

59-0.5 40.7±1 40A 815±20

MFC–P75
+0.8

89-0.5 54±1 40A 1130±20

MFC–P100
+0.8

115-0.5 65.5±1 50A 1425±20

내압 시험 압력 : 5.5 MPa

기밀 시험 압력 : 3.3 MPa

AUTOMATIC CO2 WELDING

AUTOMATIC SUB WELDING

L

5.
0

Ø
35

0
±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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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기  System Equipment

▒ 사 양

•재 질 : 고압가스용기용 이음매없는 강관 STH12(KS D 3575)

•내용적 : 68ℓ

•내압시험압력 : 25 MPa

•기밀시험압력 : 15 MPa

•용기 밸브 :  20A 

•약제 용기별 적용되는 충전압력

소화약제 저장용기 적용 질소용기의 압력

MFC–P50 (59.6L) 60 bar (6 MPa)

MFC–P75 (89L) 70 bar (7 MPa)

MFC–P100 (115.4L) 80 bar (8 MPa)

▒ 사 양

모 델 명

구   분
CVL–R40 CVL–R50

주  요  재  질 C3771, C3604 (KSD 5101)

입·출구 내경(㎜) 40 50

장  착  용  기
MFC–50, MFC–75

MFC–P50, MFC–P75

MFC–100

MFC–P100

내압시험압력(MPa) 5.5 5.5

출 구 측  나 사 M60×P2.0 M70×2.0

작  동  방  식  니들실린더, 또는 솔레노이드커터에 의해 파열판의 파열로 인한 개방

안전밸브 작동온도 58 ~ 62℃

2. 질소 용기 3.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mm)

TYPE L D t

681 1515 267.4 7

L

t

D

Side Elevation Front Elevation

125(105)

75(62)

11
3(

96
)

11
4(

10
1)

22
7(

19
7)

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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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기  System Equipment

▒ 사 양

•재 질 : C3771, C3604 (KSD 5101)

•규 격 : 20A(입출구 내경 20㎜)

•연결 나사부 : 용기측 - 11/4″ NGT,   출구측 - M36×P2.0

•내압시험압력 : 24.5 MPa

•기밀시험압력 : 14.7 MPa

•안전밸브 작동압력 : 16.7~19.6 MPa

•작동방식 : 니들실린더에 의해 파열판(동판)의 파열로 인한 개방

4. 질소용기 밸브

▒ 사 양

•주요 재질 : BC6, C3604 외(KS D 5101, KS D 6002)  

•작 동  압 력 : 0.2 ~1.0 MPa

•사용압력 범위 : 1.8 ~ 5.1MPa

•내압시험압력 : 7.7MPa

▒ 사 양

•주요 재질 : C3771 (KSD 5101) 또는 SM20C 아연도금 (KSD 3752)   

•작동 압력 : 0.05 MPa 이상

•내압시험압력 : 5.5MPa

•집합관 연결 나사 : M70×P2.0

•후렉시블 호스 연결나사 : PT 2″

5. 선택밸브

6. 체크밸브(50A)

98±2

45+2

PT 3/4″
(14 TPI)

11/4″ NGT
(11 1/2 TPI)

(1
0
2)

±
2

M
36

×
P
2.

0

Ø20±0.3

Ø
20

75
.6 18±0.5 MODEL

DIMENSION
25A 40A 50A 65A 80A 100A 125A 150A

L 105 130 150 165 180 210 225 245

H 238 264 288 316 343 418 462 529

H1 73 85 100 115 125 155 180 195

H2 99 113 122 135 152 195 214 262

H3 66 66 66 66 66 68 68 72

NOTE : 주물의 형상 및 허용공차는 KS B 0205에 준함

L

H
1

H
2

H

H
3

모델 규격

체크밸브 50A

155

PT 50

Ø
50

M70×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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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기  System Equipment

▒ 사 양

•주요 재질 : C3771, SUS WIRE, EPDM (KSD5101 KSD3702)

•길이(㎜) : 500㎜

•내압시험압력 : 5.5MPa

•유니언엘보 연결나사 : M70×P2.0

•체크밸브 연결 나사 : PT 2″

▒ 사 양

•주요 재질 : C3771, STS304 (KSD5101 KSD3702)

•길이(㎜) : 600㎜, 710㎜, 1075㎜

•내압시험압력 : 16.2 MPa

•밸브 연결 나사 : M36×P2.0

7. 플렉시블 호스(50A)

8. 플렉시블 호스(20A)
▒ 사 양

•주요 재질 : C3771, STS304  ( KSD5101 KSD3702 )

•내경(㎜) : 50

•내압시험압력 : 5.5MPa

•플렉시블호스 연결 나사 : M70×P2.0

•용기밸브 연결 나사 : M70×P2.0

9. 유니언 엘보

500

7070

L
+20
-10

Ø
53

48

M36×P2.0 M36×P2.0

Length(L) : 600mm,  710mm,  1075mm

20

45
°±

5°

Ø
20

±
0
.5

195

Ø50

12
4±

5

Ø
50

±
0
.5

M
70

×
P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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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기  System Equipment

▒ 사 양

•KSS 주요재질 : A6061(KSD6763)–아노다이징처리 

•PFS 주요재질 : A6061(KSD6763)–아노다이징처리 또는 C3604(KS5101)–니켈/크롬 도금 

•규격 : 15A ~ 50A 6종

•오리피스(㎜) : 황동 플레이트 타입

•배관연결방식 : 각 배관규격의 PT나사 연결

10. 분사헤드

360도 형

180도 형

▒ 사 양

•주요 재질 : C3771, STS304  ( KSD5101 KSD3702 )

•내경(㎜) : 50

•내압시험압력 : 5.5MPa

•플렉시블호스 연결 나사 : M70×P2.0

•용기밸브 연결 나사 : M70×P2.0

11. 니들실린더

모델번호 : MNC–06 (소화약제 용기밸브용)

모델번호 : MNN–06 (질소 용기밸브용)

SIZE A B C D E F(360도) F(180도) G PT 오 리 피 스
t D ød

15A 45 15 25 32 28 5 10 10 1/2″ 2 16.8

메뉴얼의

노즐코드

번호 참조

20A 50 17 32 38 34 8 12 14 3/4″ 2 23

25A 58 19 39 46 41 10 14 17 1″ 3 29

32A 68 21 49 58 50 12 16 22 11/4″ 3 37

40A 74 22 56 63 57 14 18 26 12/3″ 3 43

50A 84 23 67 75 68 16 20 32 2″ 3 55

360도 형 180도 형

12-ØF hole

E
E A

BF

A

B

PT PT

t

오리피스
Ø

d

Ø
d

d

D
±

0.1

C C
G

D D

45±1 95±2

12±1

85
±

3

M
38
×

P
1.
5

60
±

2

56±2 14±1

M
18
×

P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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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기  System Equipment

▒ 사 양

•주요 재질 : C3604 (KSD 5101)

•작동 압력 : 4.8 ~ 5.4 MPa 이상

•내압시험압력 : 25 MPa

•집합관 연결 나사 : PT 3/4″

▒ 사 양

•주요 재질 : C3604(KSD 5101)   

•내압시험압력 : 16.5 MPa

•연결 기동 동관 : 6.3Ø(외경)

▒ 사 양

•주요 재질 : C3604, C3771 (KSD 5101)   

•작동 압력 : 0 ~ 0.2 MPa 이하

•내압시험압력 : 10.8 MPa

•연결 기동 동관 : 6.3Ø

▒ 사 양

•주요 재질 : SM20C (KSD 3752)   

•집합관 연결 방식 : 용접식

•체크밸브 연결 나사 : M70×P2.0

12. 안전밸브 14. 체크밸브(6A)

13. 릴리프 밸브 15. 집합관 용접소켓(커플링)

1/2 IN. NPT

SW 20

안전판

37

안전 너트

(5
9)

57

Ø
6.

5

너트

70

바디

48

Ø
50

Ø
88

M70×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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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기  System Equipment

▒ 사 양

•주요 재질 : C3604(KSD 5101)  

•연결 나사 : M70×P2.0(유니언엘보측)–M60×P2.0(40A 밸브측)

▒ 사 양

•외형 : 360×310×135, 적색 분체도장 외함   

•기동용기 : 내용적 1.1ℓ, 내압시험 25MPa

•CO2 충전량 : 0.7kg

•솔레노이드 커터 : DC24V, 1.7A

•압력 스위치 : DC24V, 3A

16. 어댑터

17. 기동용기함

▒ 사 양

•외함 재질 : 난연 ABS

•정격 전압 : DC24V

•기능 : 수동기동, 복구, 방출일시정지, 도어스위치 경보, 방출램프

▒ 사 양

•외함 재질 : 냉간압연강판/분체도장 및 아크릴

•정격 전압 : DC24V / 350mA

18. 수동조작함

19. 방출표시등

48

2-Ø6Milling

M
70

×
P
2
.0

M
6
0
×

P
2
.0

Ø
4
0

135

140 55

17
0

315 56

12
8

12
4

Ø102 Ø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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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시블 호스(50A)

❾

서로 다른 방호구역의 소화약제 저장용기들이 한 장소에 저장되어 있으며 집합관을 통하여 각 방호구역에 

위치한 분사헤드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설비이다.

1. KSS시스템(Korea Standard System) 2. PFS시스템(Piston Flow System)

소화시스템소화시스템

열감지기

❶

열감지기

❶

연기감지기

❷

연기감지기

❷

수동조작함

❸

수동조작함

❸

방출표시등

❹

방출표시등

❹

선택밸브

❺

선택밸브

❺

플렉시블 호스(20A)

❽

소화약제 저장용기

❻

질소용기

❼

분사헤드

180도 노즐 360도 노즐

❾

분사헤드

180도 노즐 360도 노즐



플렉시블 호스(50A)

❻

수신반

❿

수신반



기동용기함

❼

기동용기함

❿

소화약제 저장용기

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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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반

❺

수신반

❺

3. 모듈러식(Pre-Engineered System)

별도의 소화약제 저장 용기실 없이 방호구역 내부에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하나 이상의 

노즐을 지닌 단일 배관으로 되어 있다.

4.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 자동식소화장치는 캐비넷 형태의 함 내부에 소화약제 저장용기, 제어반, 기동장치 및 분사 헤드등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으로 예비전원이 내장되어 정전시에도 작동된다. 캐비넷형 자동식 소화장치는 

국가 검정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화시스템소화시스템

열감지기

❶

열감지기

❶

연기감지기

❷

연기감지기

❷

수동조작함

❸

수동조작함

❸

방출표시등

❹

방출표시등

❹

분사헤드

180도 노즐 360도 노즐

❼

모듈러 팩케이지함

❻

팩케이지함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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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1  본 매뉴얼은 하론 소화약제의 대체 물질 중 하나인 청정소화약제 “CF3CHFCF3 헵타플루오로 

프로판” (HFC-227ea)을 사용하여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전역 

방출방식의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시스템 설계,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술한 

것이다.

1.2   본 매뉴얼은 HFC-227ea(이하 “FM-200”이라 칭한다) 소화약제 제조회사인 미국 듀폰사의 기술 

자료, NFPA-2001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Code 2001), 국가화재 안전기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2. 소화 약제의 특징

2.1 물 성 

1)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단위 FM-200

분자량(Molecular mass) - 170

비등점(Boiling point at 1013bar) ℃ -16.4

동결점(Freezing point) ℃ -127

임계온도(Critical temperature) ℃ 101.7

임계압력(Critical pressure) bar(abs) 274

임계부피(Critical volume) ㎤/mol 1.61

임계밀도(Critical density) ㎏/㎥ 573

증기압(Vapour pressure) 20℃ bar(abs) 3.90

물리적 특성 단위 FM-200

액체밀도(Liquid density) 20℃ ㎏/㎥ 1410

포화증기밀도(Saturated vapour density) 20℃ ㎏/㎥ 31.035

Specific volume of superheated vapour at 1013bar and 20℃ ㎥/㎏ 0.1374

오존층 파괴지수(CFC-11기준) N/A 0

대기 잔존기간 년 31~42

LC50 (4hr, rat)특성 >ppm 800.000

참조 : ISO 14520

온 도(℃) 액체밀도(㎏/ℓ) 기체밀도(㎏/ℓ) 증기압력(㎏/㎠)

-18 1.5340 0.0079 0.959

0 1.4758 0.0159 1.996

21 1.4032 0.0322 4.120

55 1.2674 0.0861 10.675

2) FM-200 저장용기의 압력곡선(21℃, 2.5MPa 질소 가압)

2.2 소화원리

FM–200 소화약제가 불을 진화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효과와 화학적 효과 작용으로 불을 

진화한다. FM–200의 물리적 효과는 소화약제 방출시 액화가스의 탁월한 열 흡수력으로 인한 

냉각 소화작용이며, 동시에 화재의 연소반응을 억제하는 화학적 부촉매 작용이 화재를 진압한다. 

FM–200의 놀라운 소화효과는 열 흡수 원리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하론1301 소화약제와 

같이 화학적 원리도 존재하는 것이다.

메뉴얼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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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디칼 이론으로는 불소를 포함한 래디칼(CF3)이 최초로 FM–200의 열분해로 생성되어 

이것이 불꽃과 반응하고 연소의 연쇄반응을 억제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산소는 연소물과 

반응하여 전자를 흡수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FM–200의 불소를 포함한 래디칼은 

전자의 흡수력이 강하므로 산소의 활성화를 억제하게 된다. 결론은 불꽃에 의한 연쇄반응은 

비교적 소량의 FM–200로 파괴된다.

CF3CHFCF3  -----------＞  R-H (알킬기) + CF3

CHF3  ----------------＞  H + CF3

CF3 + OH  -------------＞  CF3OH

CF3 + H  --------------＞  CF3H

CF3H + H(OH)  ----------＞  CF3 + H2(H20)

CF3OH + H  ------------＞  CF3 + H20

활성메탄기(CF3)는 반응 중 재생산되어 사이클과 같은 반응을 반복한다.

2.3 적용대상

1)   하나의 대형 건축물에 여러 개의 방호구역 소화설비 시 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건축 구조물

2)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의 소화약제가 필요한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

3)  소화약제 방사 후 방호구역 내 다른 매개체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방호 구역이나 방호 

대상물

4) 정상적인 거주 지역으로 인명의 안전을 요하는 방호구역

5)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상 소화약제 저장실을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없는 건축구조물

6) 구체적인 방호구역 및 대상물

✽ 전산실, 통신기지국, 전기실, 통신기기실, 전화교환실, 방송설비기계실, 중앙감시실 등 

✽ 무향실, 화학실험실, 병원, 약제실 등

✽ 박물관, 도서관 서고, 미술전시관, 유물전시관 등

2.4 사용 제한

1)   마그네슘, 지르코늄, 나트륨, 포타늄, 라타늄, 우라늄, 플로토늄 등 반응성 금속이 있는         

장소(제3류 위험물)

2) 질산염등과 같이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나 화공약품이 있는 장소(제5류 위험물)

3) 수소화물 금속이 있는 장소

4) 유기과산화물이나 수소화합물과 같은 자연발열 분해 가능한 화공약품이 있는 장소

5)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3.  FM-200(HFC-227ea) 소화 시스템의 개요

3.1 FM-200 소화 시스템의 계통도

1) KSS시스템(Korea Standard System)

2) PFS시스템(Piston Flo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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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피스톤플로우 시스템이란?

단일 용기에서 소화약제와 일정 질소압력(2.48 MPa(25.3㎏/㎠))을 축압한 후 배관을 통해 

방호구역까지 소화약제를 이송시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키기에는 기존 시스템의 

배관길이에 짧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관길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당사는 1998년부터 

소화약제의 원거리 송출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을 진행해 왔고 2002년 FM–200 소화약제를 

이용한 피스톤플로우시스템(Piston Flow System)을 개발하여 해외 수출을 시작하였고, 2004년 

KFI인정을 통해 국내에 본 소화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피스톤플로우시스템은 기존의 소화약제 

저장용기에서 소화약제가 배관을 통해 송출될 때 배관내 충분한 추진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질소용기를 장착한 시스템이다. 별도의 질소용기의 추가 압력을 이용한 소화약제의 이송은 종래의 

통상적 배관구성보다 월등히 긴 거리에서도 적정압력으로 소화약제를 10초내에 95% 이상 방출할 수 

있게 되었다.

[피스톤플로우시스템의 주요기기 작동흐름]

3.3 시스템의 설계

1) 설계조건

(1) 설계에 필요한 자료

① 방호구역의 체적에 대한 자료

② 방호구역에 필요한 설계농도

③ 방호구역에 대한 밀폐도

④ 방호구역의 층고에 대한 자료

⑤ 설비 구성품에 대한 자료

✽ FM-200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종류

✽ 선택밸브의 규격

✽ 분사헤드의 규격 및 사양

화재

⇩

감지기의 화재 감지

⇩

수신반으로 화재 신호

⇩

기동용기함으로 작동 신호

⇩

기동용기 압력으로

HFC-227ea 용기밸브 개방

⇩

HFC-227ea 소화약제 방출시작

⇩

HFC-227ea방출 압력에 의한 질소밸브 개방

⇩

질소용기의 2차 추진 압력에의해

먼 거리까지 소화약제 이송

2) 설계농도

(1)  전기화재, 목재 등 A급 화재에 대해서는 설계 농도를 KSS, PFS 모두 7.08% 이상으로 한다. 가연성 

액체의 경우에는 방호 대상물에 따라 소화농도가 다르나 FM-200 소화설비 B급의 경우 9.23% 이상의 

설계 농도를 적용하고, 통상적으로 사람이 상주하는 방호구역의 경우에는 최대허용설계농도 10.5%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농도 계산 시 통상적인 주변 환경 온도는 2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예측 온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하한 온도로 설계하여 최소설계농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용하며, 이 경우 상한 온도에 

있어서의 최대 허용설계농도(%)값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다음 표는 가연성 액체의 종류별 적용 설계농도를 나타낸 참고표이다.

FM-200 설 계 농 도

연소물 농도(%) 연소물 농도(%)

아세톤 8.7 메탄올 12.4

에칠렌 옥사이드 15.0 펜탄 12.8

에탄올 10.9 프로판 9.6

에칠 아세테이트 8.7 톨루엔 6.4

에칠렌 글리콜 10.1 이소부탄 12.4

케로센 7.9 HCFC1416 8.7

n-헵탄 9.00 HCFC32 8.7

메탄 8.8

※ 상기 데이터는 Cup Burner ISO 14520 자료임.

※ 상기 표는 참고자료일뿐 B급 적용을 받는 장소에서의 설계농도는 9.23%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소화약제량

(1) 소화약제량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한다.

W =
  V

  × (     
C      )

S        100 ‐ C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 + K2×t) = 0.1269 + 0.0005t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t  : 방호구역의 온도 (℃)   

       

(2)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가연물질에 대한 안전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A, C급 화재 = 1.2,  B급 화재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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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M–200 온도–농도별 소화약제량 (㎏/㎥)

온도 

(℃)

비체적 

(㎥/㎏)

FM-200 설계농도 ( % )

6% 7% 8% 9% 10% 11% 12% 13% 14% 15%

–10 0.1215 0.5254 0.6196 0.7158 0.8142 0.9147 0.0174 1.1225 1.2301 1.3401 1.4527

–5 0.1241 0.5142 0.6064 0.7005 0.7967 0.8951 0.9957 1.0985 1.2038 1.3114 1.4216

0 0.1268 0.5034 0.5936 0.6858 0.78 0.8763 0.9748 1.0755 1.1785 1.2839 1.3918

5 0.1294 0.4932 0.5816 0.6719 0.7642 0.8586 0.955 1.0537 1.1546 1.2579 1.3636

10 0.132 0.4834 0.57 0.6585 0.749 0.8414 0.936 1.0327 1.1316 1.2328 1.3364

15 0.1347 0.474 0.5589 0.6457 0.7344 0.8251 0.9178 1.0126 1.1096 1.2089 1.3105

20 0.1373 0.465 0.5483 0.6355 0.7205 0.8094 0.9004 0.9934 1.0886 1.1859 1.2856

25 0.1399 0.4564 0.5382 0.6217 0.7071 0.7944 0.8837 0.975 1.0684 1.164 1.2618

30 0.1425 0.4481 0.5284 0.6104 0.6943 0.78 0.8676 0.9573 1.049 1.1428 1.2388

35 0.145 0.4401 0.519 0.5996 0.6819 0.7661 0.8522 0.9402 1.0303 1.1224 1.2168

40 0.1476 0.4324 0.5099 0.5891 0.6701 0.7528 0.8374 0.9239 1.0124 1.1029 1.1956

45 0.1502 0.425 0.5012 0.579 0.6586 0.7399 0.823 0.908 0.995 1.084 1.1751

50 0.1527 0.418 0.4929 0.5694 0.6476 0.7276 0.8093 0.8929 0.9784 1.066 1.1555

55 0.1553 0.4111 0.4847 0.56 0.6369 0.7156 0.796 0.8782 0.9623 1.0484 1.1365

60 0.1578 0.4045 0.477 0.551 0.6267 0.7041 0.7832 0.8641 0.9469 1.0316 1.1183

65 0.1604 0.398 0.4694 0.5423 0.6167 0.6929 0.7707 0.8504 0.9318 1.0152 1.1005

70 0.1629 0.3919 0.4621 0.5338 0.6072 0.6821 0.7588 0.8371 0.9173 0.9994 1.0834

75 0.1654 0.3859 0.455 0.5257 0.5979 0.6717 0.7471 0.8243 0.9033 0.9841 1.0668

80 0.1679 0.3801 0.4482 0.5178 0.589 0.6617 0.736 0.812 0.8898 0.9694 1.0509

85 0.1704 0.3745 0.4416 0.5102 0.5803 0.6519 0.7251 0.8 0.8767 0.9551 1.0354

90 0.173 0.369 0.4351 0.5027 0.5717 0.6423 0.7145 0.7883 0.8638 0.9411 1.0202

(4) 과압배출구(피압구) 

소화약제 방출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 또는 승인기관 등으로부터 도어팬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압력상승으로 인한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압배출구의 설치위치는 천장의 상부로부터 1m 이내에 벽 또는 

천장에 설치한다.

KSS : A = 0.0359 × Q/√P
―

PFS : A = 0.0718 × Q/√P
―

A : 피압구의 개구면적(m2)

Q : 소화약제 방출유량(kg/sec) 

P : 허용구역 내압력(Pa)

(5) 고도보정

①  고도는 대부분의 경우 해발 0m로 계산하고, 고도보정은 하지 않지만, 해발 3,000m에서 소화약제 농도 7%로 

설계한 경우, 해발 0m에서의 같은 조건의 System에 비하여 34%나 적다. 따라서 고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고도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화약제 농도가 상한을 넘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물 강도(내압력)

경량 구조 건물 1,200 Pa

일반 구조 건물 2,400 Pa

콘크리트구조 건물 4,800 Pa

② 고도보정 계수 표는 다음과 같다.

해발(m) 보정계수 해발(m) 보정계수

–914~ 1.11 1220~ 0.86

–609~ 1.07 1525~ 0.82

–304~ 1.04 1830~ 0.78

0~ 1.00 2130~ 0.75

305~ 0.96 2440~ 0.72

610~ 0.93 2745~ 0.69

915~ 0.89 3050~ 0.66

4) 방출시간

(1)  분사헤드에서 FM–200 소화약제가 방출을 시작하여 해당 방호구역에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방출되는 시간은 6초 이상 10초 이내로 한다.

5) 소화약제 저장용기

(1)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규격은 충전밀도 범위 내에서 소화약제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장 및 설계 적용 

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택한다.

(2)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3종류에 대해 충전범위는 KSS는 495㎏/㎥ ~ 850㎏/㎥이며, PFS 495㎏/㎥ ~ 

940㎏/㎥ 이다  

(3)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수량은 저장용기의 규격이 결정되면 각 저장 용기 별로 동일한 소화약제량이 

충전될 수 있도록 결정한다.

(4)  하나의 집합관에 연결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과 충전압력이 같도록 

하여야 한다.

6) 배관

(1) 배관구경은 최소유량 및 최대 유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배관호칭 최소유량 (㎏/s) 최대유량 (㎏/s) 집합관 유량범위(㎏/s)

15A 0.32 1.36 -

20A 0.91 2.50 -

25A 1.54 3.86 0.92 ~ 3.86

32A 2.63 5.67 1.58 ~ 5.67

40A 3.81 9.07 2.29 ~ 9.07

50A 5.90 13.61 3.59 ~ 13.61

65A 8.85 24.95 5.31 ~ 24.95

80A 14.97 40.82 8.98 ~ 40.82

100A 26.31 56.70 15.79 ~ 56.70

125A 43.09 90.72 25.85 ~ 90.72

150A 57.61 136.1 34.57 ~ 136.1

✽ 위 표의 배관의 유량범위 값은 초기 설계시 배관을 선정하기 위한 권장 값이며, 반드시 국가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설계프로그램으로 최종 확인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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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으로 배관 분기는 티(Tee)를 수평 위치에 설치한다.

(3)  분기티(Bull Head Tee)를 적용할 경우 분기되는 유량비 범위는 75:25에서 50:50이며, KSS의 분기되는 

배관은 동일 규격의 배관을 사용해야한다. 

PFS의 경우 티 분기시 가지배관의 규격은 주배관 규격의 3단계 이하 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 50A 티 분기시 가지배관의 규격은 50A부터 40A, 32A, 25A 배관까지)

50%  OUT 75%  OUT

50%  OUT 25%  OUT100%  IN 100%  IN

(4)  직티(Side Tee)를 적용할 경우 분기되는 유량의 범위는 KSS는 88:12에서 65:35, PFS는 90:10에서 

65:35으로 소량의 약제량 분배는 횡 방향 지관에 한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KSS는 총 유량의 65%에서 

88%의 유량이 직방향의 분기 측에 유출 되어야 하며, PFS는 총 유량의 65% 90%의 유량이 직방향의 

분기 측에 유출 되어야 한다.

(5) 아래 그림은 직티를 사용한 경우의 옳은 분기법과 틀린 분기법을 예시하였다.

12%  OUT

35%  OUT

11%  OUT

41%  OUT

88%  OUT

65%  OUT

89%  OUT

59%  OUT

100%  IN

100%  IN

100%  IN

100%  IN

옳은 분기법 [KSS] 틀린 분기법 [KSS]

10%  OUT

35%  OUT

9%  OUT

41%  OUT

90%  OUT

65%  OUT

91%  OUT

59%  OUT

100%  IN

100%  IN

100%  IN

100%  IN

옳은 분기법 [PFS] 틀린 분기법 [PFS]

(6)  티 분기의 출구측은 반드시 수평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출구 측 수직분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래 그림에 옳은 티 분기와 틀린 티 분기 방법을 나타내었다.

OUT

IN

IN

IN

IN

IN

IN

IN

IN

IN

OUT

OUT

OUT

OUT

OUT

OUT

OUT

OUT

OUT

OUT

OUT

OUT

OUT

OUTOUT

OUT

OUT

옳은 분기법 틀린 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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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사헤드

(1) 각 분사헤드에는 최대 유효방사범위가 있으며, 최대유효방사 도달거리 반경(R)은 다음과 같다.

분사헤드의 종류 도달거리 반경 R(m) 분사헤드간 최대 이격 거리(m) 설치높이(m)

360° 8.9 12.62 0.3 – 3.7

180° 14.1 12.62 0.3 – 3.7

(2)  분사헤드는 되도록 방호구역 중앙에 배치하고 천장 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약제 방출시 가장 적정한 분사헤드의 압력은 약 0.6MPa(6 bar)이상이어야 한다.

(4)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FM-200 소화약제가 10초 내에 95%이상 방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분사헤드의 오리피스 구경은 가스소화설비 프로그램의 최종 계산 결과에 따른다.

(5)  분사헤드의 배치

①  하향식 분사헤드는 천정면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하고, 측벽형(180°형) 분사헤드는 벽면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사헤드를 방호구역에 배치할 때는 방호구역의 평면 형상에 분사헤드의 도달 반경을 작도하여 반경 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60도 분사헤드 배치 180도 분사헤드 배치

• 분사헤드간 최대이격거리는 12.62m이며, 최대이격거리 이내로 분사헤드가 배치되었어도, 도달 반경을 평면 

작도하여 공백이 없어야 한다.

• 분사헤드간 최소 수평거리는 소화약제의 방출방향이 서로 간섭받아 적정 방출의 영향이 우려될 경우 1m 

이상으로 한다.

• 한 방호구역에 대해서 각 분사헤드별 유량(소화약제)의 분배는 가능한 동일하게 하여 해당 방호구역 내에 

소화약제가 빠른 시간 내에 균일한 농도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방호구역 형상에 따른 분사헤드의 배치와 도달반경 작도

(6) 각 규격의 분사헤드의 표준 방출량은 아래 표와 같다.

노 즐 호 칭 경 최소 방출량 (㎏/sec) 최대 방출량 (㎏/sec)

15A 0.32 1.36

20A 0.91 2.50

25A 1.54 3.86

32A 2.63 5.67

40A 3.81 9.07

50A 5.90 13.61

✽ 위 표의 분사헤드의 유량범위 값은 초기 설계시 노즐수량을 예측하기 위한 권장 값이며, 반드시 국가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설계프로그램으로 

최종 확인되어야 한다.

8) 배관비 및 배관길이

(1)  배관 설계 시 소화약제의 체적대비 배관의 체적비율은 KSS일 경우 100%, PFS일 경우 307%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비의 계산은 다음 식에 따른다.

배관비(%) =
 VP

 ×100
VE     

VP : 배관 전체체적

VE : 저장용기 내 소화약제 액상체적 = 0.7107×약제중량(㎏)

     (0.7107ℓ/㎏은 FM–200의 20℃ 액상밀도의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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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비의 계산은 FM-200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한값 범위 내에서 분사헤드 압력 및 

방출시간 등을 계산할 수 있다.

(3)  배관의 최대길이는 배관비, 방출시간, 분사헤드의 최소압력 등의 제한 사항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9) 시스템의 설계제한과 설계순서

(1) KSS의 설계 제한사항 요약

① 최소 설계농도 : 

•A급(C급)  7.08% 이상(소화농도의 1.2배) 

•B급  9.23% 이상(소화농도의 1.3배)

② 상주구역 최대 허용 설계 농도 : 10.5%     

③ 소화약제 방출시간 : 6초 ~ 10초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범위 : 495㎏/㎥ ~ 850㎏/㎥ (59.6ℓ, 89ℓ, 115.4ℓ- 3종류)

⑤ 배관 및 집합관의 유량범위 : 3.3 6)배관 참조

⑥ 분사헤드

•최소 압력 : 6bar 이상

•최대 유효방사 거리 : 360도 형 : 반경 8.9m, 180도 형 : 반경 14.1m

•설치 높이 : 0.3m ~ 3.7m 

•분사헤드간 최대 압력편차 : 6bar 이하

•분사헤드간 방출 시작 시간 편차 : 1초 이하

•분사헤드간 방출 종료 시간 편차 : 2초 이하

•분사헤드 오리피스의 면적 범위 : 연결배관 내면적의 25% ~ 70% 이내 

⑦ 최대 배관비(배관체적대 소화약제의 체적 비) : 100% 이하

⑧ 첫 티분기 까지의 최소 거리 : 10% 이상(배관비 기준) 

⑨ 티 분기 전후 길이 제한 : 연결 배관규격 사이즈(D)의 10D 이상

⑩ 티 분기 유량분배의 범위와 분기 제한 

•분 티(Bull Head Tee) : 50% : 50% ~ 25% : 75%

•직 티(Side Tee) : 35% : 65% ~ 12% : 88% (작은 값이 횡방향 측 유량)

•선택밸브 이후 티분기는 수평 분기

•분 티(Bull Head Tee)의 양 단은 동일 규격의 배관만 허용

⑪ 집합관 최대 배관 규격 : 150A

⑫ 집합관 최대 용기 설치 수량 : 40병

⑬ 배관 최대 높이 제한 : ±50m

⑭ 설비의 작동 온도 : 0℃ ~ 55℃

(2) PFS의 설계 제한사항 요약

① 최소 설계농도 : 

•A급(C급)  7.08% 이상(소화농도의 1.2배) 

•B급  9.23% 이상(소화농도의 1.3배)

② 상주구역 최대 허용 설계 농도 : 10.5%     

③ 소화약제 방출시간 : 6초 ~ 10초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범위 : 495㎏/㎥ ~ 940㎏/㎥ (59.6ℓ, 89ℓ, 115.4ℓ- 3종류)

⑤ 배관 및 집합관의 유량범위 : 3.3  6) 배관 참조

⑥ 분사헤드

•최소 압력 : 6bar 이상

•최대 유효방사 거리 : 360도 형 : 반경 8.9m,  180도 형 : 반경 14.1m

•설치 높이 : 0.3m ~ 3.7m 

•분사헤드간 최대 압력편차 : 4.5bar 이하

•분사헤드까지 약제도달 시간 편차 : 0.8초 이하

•분사헤드간 약제방출 종료시간 편차 : 1.0초 이하

•분사헤드 오리피스의 면적 범위 : 연결배관 내면적의 25% ~ 60% 이내 

⑦ 최대 배관비(배관체적대 소화약제의 체적 비) : 307% 이하

⑧ 첫 티분기 까지의 최소 거리 : 총 배관비에서 62% 이내(배관비 기준)

    (예 : 배관비:300%, 첫 티분기 까지 배관비: 238%일 경우 300% - 238% = 62%가 첫 티 분기 최대 제한값)

⑨ 티 분기 전후 길이 제한 : 연결 배관규격 사이즈(D)의 10D 이상

⑩ 티 분기 유량분배의 범위와 분기 제한 

•분 티(Bull Head Tee) : 50% : 50% ~ 25% : 75%

•직 티(Side Tee) : 35% : 65% ~ 10% : 90% (작은 값이 횡방향 측 유량)

•선택밸브 이후 티분기는 수평 분기

•티 분기의 배관은 아래로 3단계 규격 까지만 허용 (예: 50A일 때 25A까지)

⑪ 집합관 최대 배관 규격 : 150A

⑫ 집합관 최대 용기 설치 수량 : 24병

⑬ 배관 최대 높이변화 제한 : ±50m

⑭ 설비의 작동 온도 : 0℃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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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의 설계 순서

분사헤드의 유량범위와 방호구역 

형상에 따른 설치높이, 도달거리 고려 

총 약제량에 대한 각 용기별 

표준 충전량으로 나준 값

설계현장 및 방호구역 정보

농도, 분사헤드, 적용약제량, 용기종류

약제량, 분사헤드 오리피스 및 규격, 

수량, 배관비, 배관길이, 배관규격과 배치, 

유량분배, 용기 수량과 종류 등의 검토 

10초 이하의 유량(㎏/s)과 배관의

 유량범위 값과 비교 

현장 시공 평면도 및 ISO 도면을 

기준으로 입력

에러가 없을 때까지 시스템 구성을

수정하면서 계산을 반복

최종 결과값은 각 노즐을 반드시 

재 확인(지정)한 후 얻어지는 결과값

방호구역 결정

농도 결정

소화약제량 계산

약제량에 따른 분사헤드 규격과 수량 계산

용기 수량의 결정

약제량의 유량 범위에 따른 배관 결정

평면도 작성 및 ISO도면 작업

설계프로그램의 기초자료 입력 / 수정  

에러 메시지 확인

시스템 재검토

에러가 없는 계산 결과

설계 완료

설계프로그램의 배관정보 입력(ISO그리기)

(배관길이 및 규격, 분사헤드 지정)

계산결과에 따른 농도(Predict값) 확인과 

약제량 계산서, 도면수정 등의 최종 결정

3.4 시스템 기기의 사양 

1) 소화약제

①  FM–200 (HFC–227ea)

②  화재공간에 10초 내에 방사되는 소화약제는 물리적 냉각작용 및 화학적 연소반응 억제를 하는 소화원리의 

약제이다. 

③ 소화약제는 저장용기에 질소 2,482 kPa (25.3kg/cm2)로 축압 되어 사용된다.

④ 3가지 모델의 전용 저장용기에 저장되어 사용된다.  

⑤ 소화약제는 국가검정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소화약제 저장용기

   (모델번호:MFC-50, MFC-75, MFC-100, MFC-P50, MFC-P75, MFC-P100 6종)

①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FM–200 소화약제를 용기별 충전범위에 따라 질소와 함께 축압 저장하는 용기이다.

②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충분한 내압성능이 있어야 한다.

③ 따라서 저장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3) 질소 용기 (모델번호:N68)

①  질소 용기는 방출되는 FM–200(HFC–227ea)약제를 더 높은 압력으로 보내기 위해 PFS에 사용되며 질소를 

축압한 별도의 용기이다.

② 질소 용기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작동 후 그 압력으로 개방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4)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 (모델번호:CVL-R40, CVL-R50  2종)

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부착되어 작동(개방) 신호에 의해 밸브가 개방되어 저장용기내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②  40A는 MFC–50, MFC–75, MFC–P50, MFC–P75 용기에 부착되고, 50A는 MFC–100, MFC–P100의 용기에 

부착된다. 

③ 소화약제 저장용기밸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내압성능이 있어야 한다.

④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질소용기 밸브 (모델번호:CVH-N20)

① PFS의 질소용기 및 약제용기에 각각 조립되어 가압되는 질소의 개폐를 제어한다.  

②  질소용기에 조립된 밸브는 약제용기밸브의 개방시 발생되는 압력을 이용하여 니들실린더에 의해 개방되고 

방출된 고압의 질소는 약제용기측 질소밸브로 유입된다.

③ 질소용기밸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내압성능이 있어야 한다.

④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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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밸브 - (모델번호 : MSV-25 ~ 150 9종)

①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집합관과 각 

방호구역의 배관 사이에 설치 된다.

② 화재시 해당 방호구역에 해당되는 선택밸브가 개방되어 소화약제가 공급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③  선택밸브의 작동은 안전성을 위하여 기동 용기의 가스압에 의한 방식과 수동조작 핸들을 이용한 방식을 함께 

사용한다.

④   선택밸브의 규격은 25A부터 150A 까지 9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인기관의 제품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7) 체크밸브(50A) - (모델번호 : MCV-50)

①  2개 이상의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해서 용기밸브가 선택적으로 개방될 경우 다른 용기의 플렉시블 호스나 

용기로 소화약제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한다.

② 체크밸브는 50A 규격을 공용으로 사용하며 플렉시블 호스와 집합관 사이에 연결된다.

8) 플렉시블 호스(50A) - (모델번호: MFH-50)

①  플렉시블 호스는 저장용기의 설치시 결합되는 유니언엘보와 체크밸브와의 조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관대용으로 사용한다.

② 플렉시블 호스 50A 는 3가지 약제용기 유형에 대해 공용으로 사용한다. 

9) 플렉시블 호스(20A) - (모델번호: MFH-20)

① 플렉시블 호스(20A)는 PFS의 질소용기와 약제용기의 20A 질소밸브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② 고압의 질소가 질소용기로부터 약제용기로 공급되는 도관의 역할을 한다.

③ 현장의 조립 여건에 따라 3종의 길이별로 사용한다.

10) 유니언 엘보 - (모델번호: MUE-50)

①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와 플렉시블 호스와의 조립 및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하는 부속으로 50A 규격을 

공용으로 사용한다.

② 유니언엘보는 3가지 약제용기에 대해 공용으로 사용하며 길이별 2종이 있다.

11) 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소화약제의 흐름을 조정하고, 방호구역 내에 소화약제를 균일하게 방출한다.

② 분사헤드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규격 및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업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규격은 15A, 20A, 25A, 32A, 40A, 50A까지 6가지 각각 2종류(180°형, 360°형)가 있고 각 규격/종류별 오리피스 

면적에 따라 세분화된다. 

④  분사헤드 오리피스 구경의 면적은 KSS일 경우 연결되는 배관 내경 면적의 25%에서 70% 이내, PFS일 경우 

25%에서 60% 이하의 값을 갖는 구경을 적용해야 한다. 

12) 니들실린더 - (모델번호 : MNC-06, MNN-06)

①  소화약제 저장용기밸브와 PFS질소용기 밸브에 부착되며 니들핀으로 동판을 파열하여 용기밸브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소화약제 용기밸브에 조립되는 MNC–06과 PFS질소용기밸브에 조립되는 MNN–06 두종류가 있다.

13) 안전밸브(모델번호 : MSF-20)

① 집합관에 이상 과압 발생 시 압력을 배출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보호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14) 릴리프 밸브(모델번호 : MRV-06)

 ①  소화약제 용기밸브를 개방시키기 위한 기동라인(동관)에 설치하여 기동용기의 미세한 누설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

15) 체크밸브(6A) - (모델번호 : MNC-06)

①  기동용기에서 기동 동관을 통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니들실린더를 작동시킬 때 이산화탄소의 유로를 제어 

하여 선택적으로 용기밸브를 개방시키는 역할을 한다.

16) 집합관 용접소켓(모델번호 : MWS-50)

① 집합관 구성시 체크밸브의 조립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속으로 50A 규격을 공용으로 사용한다.

17) 어댑터(모델번호 : MVA-40)

①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40A와 유니언엘보 50A와의 조립을 위해 사용된다.

18) 기동용기함(모델번호 : MAB-C1)

① 기동용기함은 이산화탄소 기동용기, 솔레노이드밸브, 압력스위치 및 외함으로 구성 되어있다.

②  기동용기함은 화재 시 수신반에서 전기적 신호를 받아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하여 이산화탄소 기동용기 

밸브를 개방시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킨다.

③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해당 방호구역의 선택밸브와 소화약제 및 질소 저장용기를 개방시킨 후 압력스위치를 

통해 방출표시등의 작동과 가스방출신호를 제어반에 전달한다.

19) 수동조작함(모델번호 : MMS-01)

① 화재 발생 시 가스 소화설비의 수동 조작에 의한 작동과 소화약제 방출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0) 방출표시등(모델번호 : MDL-01)

①   가스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 구등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 소화약제 방출시 소화가스 방출을 

시각적 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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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 설비의 설치 및 시공

4.1 준비 및 일반사항

1)  설치공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본 매뉴얼과 설계도면 그리고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과       

해당 법규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FM-200 소화설비의 설치 및 시공은 국가성능시험 기술기준에 의해 성능시험인증을 받은 

설계프로그램에 의해 설계검증을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FM-200 소화설비의 설치 및 시공은 본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전문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FM-200 소화설비의 시공 전 배관도 및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공급된 모든 부품을 검수 하여야 

한다.

4.2 소화약제 저장용기

1)  저장용기 상차 또는 하차 시에는 지게차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한다. 

2)  저장용기 운반 시 바닥에 굴려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이나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장용기는 가혹한 기후조건이나 기계, 화학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잠재적으로 손상 받을 수 있는 노출이나 방해물이 있을 것 같은 곳에서는 

적절한 구획이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저장용기 밸브 또는 기동장치 등에 파이프렌치 및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무리한 힘을 가하여 

서는 안 된다. 

5)  저장용기는 청결하고 건조한 비교적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침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6)  저장용기 설치는 도면에 따라 적절한 금속물(브라켓 등)을 사용하여 용기의 하중에 견디는 

견고한 후레임에 조립 설치되어야 한다.

7)  체크밸브, 플렉시블호스 및 유니언엘보 등의 조립 시 업체에서 제공된 패킹을 반드시 사용하 

여야 한다.

4.3 집합관

1)  집합관의 종류로는 상단식 방출 집합관과 하단식 방출 집합관 2종류와 여기서 다시 용기 설치에 

따른 일 열(一列)조립과 이 열(二列 )조립의 2종류가 있다.

<상단식 방출 집합관>                                                      <하단식 방출 집합관>

<KSS 용기의 일열(一列) 조립시>

집합관

체크벨브(50A)

소화약제 용기

용접 소켓

후렉시블 튜브(50A)

유니온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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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 용기의 일열(一列) 조립시>

<KSS 용기의 이열(二列) 조립시>

<PFS 용기의 이열(二列) 조립시>

2)  하나의 집합관에 대하여 설치되는 최대 소화약제 저장용기 수량은 KSS는 40개 이하, PFS는 

24개 이하로 제한한다.

3) 집합관의 최대 규격은 150A로 제한한다.

4) 하나의 집합관에는 동일한 약제량과 충전압력, 동일한 규격용기가 조립/설치되어야 한다.

5) 집합관에는 이상과압시 압력을 배출할 수 있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4 선택밸브 

1)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여 방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방호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선택밸브에는 해당방호구역을 표시하거나,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4.5 배관

1) 배관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D 3562)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집합관

체크벨브(50A)

용접 소켓

후렉시블 튜브(50A)

유니온엘보(50A)

집합관

체크벨브(50A)

용접 소켓

후렉시블 튜브(50A)

유니온엘보(50A)

소화약제 용기

집합관

체크벨브(50A)

용접 소켓

후렉시블 튜브(50A)

유니온엘보(50A)

소화약제 용기

질소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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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설계된 FM-200 소화약제가 10초 이내에 95%이상 방출될 수 

있는 적정 배관이 시공되어야 하며 이는 검증된 설계프로그램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4)  모든 배관이 완료되면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로 플러싱(Flushing)을 하여 배관 내 이물 질을 

제거한다. 

5)  변전실이나 스위치실 내부에 설치되는 소화설비는 금속이 대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본딩(Bonding)되고 접지되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배관 경로 및 배관부속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검증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6 분사헤드

1)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3m이상 최대 3.7m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분사헤드를 설치하기 전에 먼지나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하고 설계프로그램 계산서에 기록된 

코드번호를 확인하여 분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사헤드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제조업체, 규격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4)  분사헤드에 연결되는 배관은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압력에 의한 유동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히 지지되어야 한다. 

4.7 기동장치

1) 수동식 기동장치

(1)  방호구역마다 설치하며 유사시 소화약제의 방출을 정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를 

설치하여야한다.

(2)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 및 피난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의한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기동장치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HFC-227ea 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기동장치는 5kg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써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적, 전기적 또는 가스압에 의한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FM-200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8 화재감지기

FM-200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1항 단서의 각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제한조건 등은 이산화탄소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에 대한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의한다.

4.9 제어반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 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의 제어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 표시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 

하는 벨·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2)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수동의 전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의한 영향,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10 음향경보장치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 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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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역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송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폭기 재생 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송에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11 자동폐쇄장치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 층의 높이의 

3분의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 

하여야 한다.

4.12 비상 전원

1) 비상전원(축전지 설비)은 FM-200 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될 때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4.13 과압배출구

소화약제 방출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 또는 승인기관 등으로부터 도어팬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압력 상승으로 

인한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압배출구의 

설치위치는 천장의 상부로부터 1m 이내에 벽 또는 천장에 설치한다.

KSS : A = 0.0359 × Q/√P
―

PFS : A = 0.0718 × Q/√P
―

A : 피압구의 개구면적(m2)

Q : 소화약제 방출유량(kg/sec) 

P : 허용구역 내압력(Pa)

건축물 강도(내압력)

경량 구조 건물 1,200 Pa

일반 구조 건물 2,400 Pa

콘크리트구조 건물 4,800 Pa

4.14 시험 및 검사

1)  배관의 기밀시험 전 질소 및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반드시 분리하여야 한다.

2)  배관의 기밀시험은 모든 배관을 폐쇄시킨 상태에서 공기압력 3bar(3.06㎏/㎠)로 가압한 후 

10분간 유지시켜 20%이상 누설되지 않아야 하며 질소 및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반드시 분리 후 

시험하여야 한다.

3)  방출시험은 해당 방호구역의 수동조작함 및 감지기를 기동시켰을 때 음향경보장치가 울리며 

소화약제 저장용기가 개방되고 해당 방호구역의 선택밸브가 작동하여 분사헤드에서 소화약제가 

방출되어야 한다. 이때 해당 방호구역의 방출표시등이 점등되고 모든 개구부(댐퍼 및 

출입구등)는 폐쇄되어야 한다. 

4)  솔레노이드밸브의 작동점검은 솔레노이드밸브를 이산화탄소 기동용기로부터 분리한 후 

수동조작함 또는 제어반에서 조작하여 솔레노이드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하며,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를 기동시킨 후 솔레노이드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5)  체크밸브의 방향, 연결부위의 조임 상태, 배관 등의 지지 및 고정상태 등을 확인한다.

6)  모든 배관과 부속들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사양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최종 시공도면과 상이한 

것은(방호구역, 분사헤드 및 배관경로 등) 없는지 확인한다.

7) 시운전

FM-200 소화설비의 시운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합니다.

자동운전 전기적인 수동운전 기계적인 수동운전

화재발생

A.B회로 감지기 작동

제어반 점등

경보 및 지연장치 작동

기동용기 작동

이산화탄소 방출

선택밸브 개방

소화약제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분사헤드 방출

방출표시등 점등

화재발생

수동조작함 조작

제어반 점등

경보 및 지연장치 작동

기동용기 작동

이산화탄소 방출

선택밸브 개방

소화약제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방출표시등 점등

화재발생

수동 기동용기 개방

선택밸브 개방

소화약제 저장용기 개방

압력스위치 작동

소화약제 방출

방출표시등 점등

8) 작동점검 및 시운전시에는 반드시 솔레노이드밸브를 소화약제 저장용기에서 분리하거나 

안전핀을 장착한 후 작업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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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검 및 유지관리

5.1   FM-200 소화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는 본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전문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5.2   작동점검 및 시운전 시에는 반드시 솔레노이드밸브를 이산화탄소 기동용기 및 

소화약제 저장용기에서 분리하거나 안전핀을 장착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동작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5.3   각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측정결과 소화약제량의 5% 이상 부족하거나 압력손실이 

10%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5.4   방호구역 내에 변동 사항은 없는지(방호구역의 변경, 개구부의 변경, 배관경로 

변경 및 가연성 물질의 증가 등) 최종 시공도면과 상이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 후 

최초 설계의 도와 다른 변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5   FM-200 소화설비 시스템의 작동점검 및 시운전은 4.14의 시험 및 검사 방법에 

따른다.

5.6   FM-200 소화설비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 관리 시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업 자 등 록 증



FM-200Ⓡ(HFC-227ea) CLEAN AGENT FIRE SUPPRESSION SYSTEM   |   5352   |   

공 장 등 록 증 용 기 제 조 등 록 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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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 증 서ISO 인 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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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 성능인정서KSS 성능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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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비넷형 자동소화기기 형식승인서소화약제 형식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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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비넷형 자동소화기기 형식승인서케비넷형 자동소화기기 형식승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