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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소화약제“라 함은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2.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라 함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3.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라 함은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4. 충전밀도”라 함은 용기의 단위용적당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
5.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제4조(종류)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소

화

약

제

화 학 식

퍼플루오로부탄(이하 "FC-3-1-10"이라 한다)

C4F10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이하 “HCFC BLEND A"라 한다)

HCFC-123(CHCI2CF3) : 4.75%
HCFC-22(CHCIF2) : 82%
HCFC-124(CHCIFCF3) : 9.5%
C10H16 : 3.75%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이하“HCFC-124"라한다)

CHCIFCF3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CHF2CF3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CF3CHFCF3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라 한다)

CHF3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CF3CH2CF3

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이하 “FIC-13I1"라 한다)

CF3I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이하“IG-01"이라 한다)

Ar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이하“IG-100"이라 한다)

N2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이하“IG-541"이라 한다)

N2 : 52%, Ar : 40%, CO2 : 8%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이하“IG-55"이라 한다)

N2 : 50%, Ar : 50%

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원(이하"FK-5-1-12"이라한다)

CF3CF2C(O)CF(CF3)2

제5조(설치제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제7조제2항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위험물안전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제3류위험물 및 제5류위험물을 사용하는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장소.

다만,

제6조(저장용기) ①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개정 2009.10.22>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당해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저장용기의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은 별표1에 따를 것
2. 저장용기는 약제명·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충전일시·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할
것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4.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청정소화약제 제조업체(이하
"제조업체"라 한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소화약제량의 산정) ①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W = V/S × [ C / (100-C) ]
W : 소화약제의 무게(kg)
V : 방호구역의 체적(㎥)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kg)
소 화 약 제

K1

K2

<삭제>
FC-3-1-10
HCFC BLEND A
HCFC-124
HFC-125
HFC-227ea
HFC-23
HFC-236fa
FIC-1311
FK-5-1-12

<삭제>
0.094104
0.2413
0.1575
0.1825
0.1269
0.3164
0.1413
0.1138
0.0664

<삭제>
0.00034455
0.00088
0.0006
0.0007
0.0005
0.0012
0.0006
0.0005
0.0002741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2.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X = 2.303(Vs/S) × Log10〔100 / (100-C)〕
X : 공간체적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kg)

소 화 약 제
IG-01
IG-100
IG-541
IG-55

K1

K2

0.5685
0.7997
0.65799
0.6598

0.00208
0.00293
0.00239
0.00242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Vs : 20℃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kg)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C급화재 1.2, B급화재 1.3)를 곱한 값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별표 2에 따른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2.15>
③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소화설비가 제6조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동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치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호구역마다 설치
나.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라.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바.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사.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2.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나.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제9조(제어반등)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제10조(배관)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설계내압은 별표1에서 정한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나.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할 것
다.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다.
(㎪)
(㎪)(배관재질

인장강도의

1/4값과

항복점의

2/3

값중

적은

1.2)
(헤드설치부분은 제외한다)
·나사이음 : 나사의 높이
·절단홈이음 : 홈의 깊이
·용접이음 : 0
※ 배관이음효율
·이음매 없는 배관 : 1.0
·전기저항 용접배관 : 0.85
·가열맞대기 용접배관 : 0.60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제10조제3항의 규정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③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선택밸브)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제14조(음향경보장치) ①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5조(자동폐쇄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의 높이의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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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6조(비상전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7조(과압배출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제18조(설계프로그램)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4. 6.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청정소화약제의종류
및소화설비의기술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8-51호('98. 5.27)]을 폐지한다.

부

칙(2006. 12. 30.)

부

칙(2007. 4. 12.)

부

칙(2008. 12.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4.)

부

칙(2009. 10. 2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관련)
1. 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소화약제
항목

HFC-227ea

최대충전밀도
1,201.4
(㎏/㎥)
21℃ 충전압력
1,034*
(㎪)
최소사용
1,379
설계압력
(㎪)
소화약제
항목

HCFC BLEND A

1,153.3

1,153.3

1,281.4

900.2

900.2

2,482*

4,137*

2,482*

4,137*

2,482*

2,868

5,654

2,482

4,689

2,979

HFC-23

최대충전밀도
768.9
(㎏/㎥)
21℃ 충전압력
4,198**
(㎪)
최소사용
9,453
설계압력
(㎪)
소화약제
항목

FC-3-1-10

HCFC-124

720.8

640.7

560.6

480.6

4,198**

4,198**

4,198**

4,198**

8,605

7,626

6,943

6,392

HFC-125

HFC-236fa

최대충전밀도
1,185.4 1,185.4 865
897
1,185.4 1,201.4
(㎏/㎥)
21℃ 충전압력
1,655*
2,482*
2,482* 4,137* 1,655*
2,482*
(㎪)
최소사용
1,951
3,199
3,392
5,764
1,931
3,310
설계압력
(㎪)
비 고
1.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한 경우를 표시한다.
2.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하지 아니한 경우를 표시한다

FK-5-1-12
1,185.4 1,441.7
4,137*

2,482**

6,068

2,482

2. 불활성가스청정소화약제<개정 2009.10.22>

소화약제
항목
21℃ 충전압력
(㎪)
최소사용
설계압력
(㎪)

IG-01

IG-541

IG-55

IG-100

16,341 20,436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8,000

1차측 16,341 20,436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27.4
2차측 비고2 참조

비고) 1. 1차측과 2차측은 감압장치를 기준으로 한다.
2. 2차측 최소사용설계압력은 제조사의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압력값에 따른다.

[별표 2]

청정소화약제 최대허용설계농도 (제7조제2항 관련)<개정
소 화 약 제

<삭제>
FC-3-1-10
HCFC BLEND A
HCFC-124
HFC-125
HFC-227ea
HFC-23
HFC-236fa
FIC-13I1
FK-5-1-12
IG-01
IG-100
IG-541
IG-55

최대허용 설계농도(%)

<삭제>
40
10
1.0
11.5
10.5
50
12.5
0.3
10
43
43
43
43

20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