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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전자개방밸브를 적용한 스프링클러설비

Sprinkler System with Universal Solenoid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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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일제살수식 등 각각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주요 구성요소인 알람체크
밸브, 건식밸브, 준비작동식밸브, 일제개방밸브를 전자개방밸브로 대체하여 제조공정의 다양한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

로 단순화시켜서 단일 기계에서 규격화 된 하나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품의 가격경쟁

력 향상, 제고유지 비용 절감 및 향후 새로이 개발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도 적응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인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일제살수식 모두 1차측과 2차측 배관을 제어하기 위

한 밸브만 교체하고 리타딩체임버, 자동식 공기압축기, 엑셀러레이터 또는 익져스터, 슈퍼바이조리패널, 진공펌프, 수

동기동장치 등 그 밖의 구성요소는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전자개방밸브를 적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스프링클러설비, 전자개방밸브, 제조공정, 규격화, 단순화

Abstract This research is automatic Wet Pipe Sprinkler System, dry pipe Sprinkler System, preaction Sprinkler system, 
vacuum Sprinkler system, deluge Sprinkler system, etc., key components of each Sprinkler system, verve valve, valve, etc. 
This is to simplify the various processes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into a single proces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a single machine can simultaneously produce a standardized product, thereby improving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the product, reducing the cost of maintaining the product, and making it more adaptable to the new sprinkler system that is 
developed in the future. Automatic Wet Pipe Sprinkler System, desipe Sprinkler System, preaction sprinkler system, vacuum 
Sprinkler system, deluge Sprinkler system, both types of existing Sprinkler system, only replace the primary and secondary 
tubing valves.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easy to apply to the lower system. Legal and institutional research is needed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Sprinkler system applying the solenoid valve as a future project.

Key words :  Sprinkler system, Solenoid valve, Manufacturing process, Standardization, Simplification

http://dx.doi.org/10.17703/JCCT.2019.5.3.351

JCCT 2019-8-45

Ⅰ. 서 론

스프링클러설비는 일반적으로 습식, 건식, 준비작동

식, 부압식, 일제살수식으로 나눈다. 이들 스프링클러

설비의 각각의 개방장치로는 알람체크밸브, 건식밸브,

준비작동식밸브, 일제개방밸브 등의 기계적 장치가 사

용된다. 이 기계적 장치는 가격도 고가이고, 그 구조

도 각각 달라서 제조공정을 다양화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공정의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조원가 상승

및 공정 내 재고수준도 높아져서 과도한 재고유지 비

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

요하다. 그리하여 제조공정의 다양한 과정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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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만들어서 단일 기계에서 규격화 된 하나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품

의 가격경쟁력 향상 및 제고유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

고자 한다.

이 연구는 각 스프링클러설비의 주요 구성요소인

알람체크밸브, 건식밸브, 준비작동식밸브, 일제개방밸

브인 기계적 장치를 전자식 장치인 전자개방밸브로

대체하여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제고유지 비용 절

감 및 향후 새로이 개발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도 적

응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기계적 밸브를 전

자식 전자개방밸브로 대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일반 고층

건축물, 공장, 기타 특수건축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특

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 인명 및 재산 재해를 방지하

기 위한 소화설비이다. 일반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의 천장, 반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헤드가

화재에 의한 열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감열부가 분해,

이탈함으로써 배관내의 소화수가 방출되면 가압송수장

치가 작동하여 일정압력으로 방수하여 화재를 자동으

로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화설비로 인정받고 있다.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연구의 방향은 스프링

클러설비 전반에 관한 연구, 배관에 관한 연구, 스프

링클러헤드에 관한 연구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스프링클러설비 전반에 관한 주요 연구는 서동훈

외(2017)[1]의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를 사용한 건

축물의 벽면보호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적용에 관한 연

구, 채승언(2013)[2]의 고층 건축물의 외장재로 주로

사용하는 커튼월에서 스프링클러설비를 활용한 화재

확산방지법 연구, 정기신(2013)[3]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제

안한 연구, 서동구 외(2013)[4]의 구획화재에서 스프

링클러설비 작동 시 연기의 하강기류 측정에 관한 연

구, 정기신·김위경(2013)[5]의 사양위주 스프링클러설

비에서 유량계산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 남민준

외(2012)[6]의 진동대 실험을 통해 스프링클러설비의

내진성능을 평가한 연구, 민세홍 외(2012)[7]의 건축물

외장재 화재 시 화염의 수직확산방지 및 지연을 위한

외벽방호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에 관한 연구, 노삼

규·함은구·김동철(2011)[8]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스프

링클러설비의 소화성능에 관한 연구, 차종호 외

(2006)[9]의 스프링클러설비에 의한 연기제어효과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 관한 주요 연구는 정기신

(2018)[10]의 설계면적 내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수리계산의 절차에 관한 연구, 이유식 외(2018)[11]의

랙크식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최적

설계방안에 관한 연구, 임동오 외(2016)[12]의 스프링

클러설비 배관 시공 상 발생하는 부식에 관한 연구,

정기신(2014)[13]의 배관스케줄방식에 대한 유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방법에 관한 연구, 정기신(2013)[14]

의 스프링클러 배관설계방식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스프링클러헤드에 관한 주요 연구는 오찬욱·오륜

석·최준호(2019)[15]의 PCB(Printed Circuit Board)공

장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특성에 관한 연구,

유우준(2018)[16]의 구획 공간 화재 시 발열량 변화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시간 변화애 대한 연구,

김종훈 외(2017)[17]의 랙크식 창고에 사용하는 인랙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 특성에 관한 연구, 최영상 외

(2015)[18]의 노인관련시설에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

러헤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최수영·김정용·김성찬

(2013)[19]의 스프링클러헤드의 분무 특성이 스프링클

러의 분무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정용·최

수영·김성찬(2013)[20]의 RTI(Response Time Index)

및 작동온도 측정장치를 이용한 스프링클러헤드의 반

응특성시험에 관한 연구, 유우준 외(2012)[21]의 반응

시간지수를 사용하여 대류, 전도 및 시간변화율을 고

려한 스프링클러헤드 감열부의 열전달 현상 해석에

관한 연구, 김성찬(2012)[22]의 스프링클러헤드에서 분

무될 때 화재공간내부 유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등이 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자개

방밸브를 적용한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연구는 존재

하지 않으므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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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Application Valves

automatic wet pipe sprinkler system alarm check valve

dry pipe sprinkler system dry valve

preaction sprinkler system preaction valve

vacuum sprinkler system preaction valve

deluge sprinkler system deluge valve

Ⅱ.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적용밸브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특정소방대

상물의 층수, 연면적, 수용인원 및 설치장소 등에 따

라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일제살수식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또한 각 스프링클러설비에 따라

적용밸브도 다른 데 습식은 알람체크밸브, 건식은 건

식밸브, 준비작동식과 부압식은 준비작동식밸브, 일제

살수식은 일제개방밸브 등 각기 다른 밸브를 사용하

고 있다. 또한 이들 밸브의 1차측은 모두 가압수로 충

수되어 있지만 2차측은 사용장소의 여건 및 설비의

작동특성에 따라 가압수, 질소, 압축공기, 대기압 등으

로 채워져 있다.

표 1.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적용밸브[23]

Table 1. Application Valves of Existing Sprinkler System

Ⅲ. 전자개방밸브를 적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 및

작동메커니즘

1. 습 식

그림 1과 같이 습식밸브를 전자개방밸브로 교체하

고 리타딩체임버, 압력스위치, 압력게, 게이트밸브, 테

스트밸브 등은 그대로 둔다. 작동메커니즘은 가압송수

장치로부터 말단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전

체 배관에 가압수를 채워 놓고 화재가 발생하면 폐쇄

형헤드의 감열부분이 열에 의해 용융되어 이탈되면서

헤드를 개방시켜서 방수하게 되며, 헤드의 방수에 의

해 배관 내의 수압이 감소되면 압력스위치가 이를 감

지하여 전자개방밸브를 작동시키면 개방되어 헤드를

통해 가압수를 계속 방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어반

에 화재신호를 송출하고 그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에

사이렌으로 경보하고 제어반에도 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된다.

소화가 끝난 후 1차측 주밸브를 폐쇄시키면 배관

내의 수압이 다시 증가하여 압력스위치가 이를 감지하

고 전자개방밸브의 작동을 정지시킨다. 이때 열에 의

해 개방된 헤드를 다시 폐쇄형헤드로 교체하면 된다.

그림 1.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

Figure 1. Configuration of automatic wet pipe sprinkler system

2. 건 식

그림 2와 같이 건식밸브를 전자개방밸브로 교체하

고 자동식 공기압축기, 엑셀러레이터 또는 익져스터,

공기조절기, 저압경보스위치, 압력스위치, 압력게, 게

이트밸브, 테스트밸브 등은 그대로 둔다. 작동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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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가압송수장치로부터 1차측 전자개방밸브까지는

가압수로 채워져있고 전자개방밸브 2차측 배관에서

말단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압축공기 또는

질소가스로 채워 놓고 있다가 폐쇄형헤드가 열에 의

해 개방되면 배관 2차측 압축공기나 질소가스의 압력

이 감소하게 된다. 이때 엑셀러레이터나 익져스터가

작동하여 2차측 배관의 압축공기나 질소가스를 신속

해 배출시킨다. 2차측 배관 내의 압력이 감소되면 압

력스위치가 이를 감지하여 전자개방밸브를 작동시키

면 개방되어 헤드를 통해 가압수를 방수하게 된다. 이

와 함께 제어반에 화재신호를 발송하고 해당 방호구

역에 사이렌으로 경보하며 제어반에 밸브개방표시등

이 점등된다.

소화가 끝난 후 1차측 주밸브를 폐쇄시키면 배관

내의 수압이 다시 증가하여 압력스위치가 이를 감지

하고 전자개방밸브의 작동을 정지시킨다. 이때 열에

의해 개방된 헤드를 다시 폐쇄형헤드로 교체한 후 자

동식 공기압축기에 의해 전자개방밸브 2차측 배관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를 재충압시킨다.

그림 2.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

Figure 2. Configuration of dry pipe sprinkler system

3. 준비작동식

그림 3과 같이 준비작동식밸브를 전자개방밸브로

교체하고 슈퍼바이조리패널, 화재감지기, 압력스위치,

압력게, 게이트밸브 등은 그대로 둔다. 작동메커니즘

은 가압송수장치로부터 1차측 전자개방밸브까지는 가

압수로 채워져있고 전자개방밸브 2차측 배관에서 말

단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대기압으로 되어

있다가 2회로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어 제어반

에 화재신호를 보내면 전자개방밸브가 작동되어 배관

을 개방시키고 이렇게 하여 송수된 물은 말단의 헤드

까지 충전되어 화재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되면 살수

가 이루어진다. 화재감지기가 미쳐 화재를 감지하지

못할 경우 슈퍼바이조리패널의 수동기동스위치를 눌

러도 전자개방밸브가 작동된다.

그림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

Figure 3. Configuration of preaction sprinkler system

4. 부압식

그림 4와 같이 준비작동식밸브를 전자개방밸브로

교체하고 슈퍼바이조리패널, 진공펌프, 화재감지기, 압

력스위치, 압력게, 게이트밸브 등은 그대로 둔다. 작동

메커니즘은 가압송수장치로부터 1차측 전자개방밸브

까지는 가압수로 채워져있고 전자개방밸브 2차측 배

관에서 말단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진공펌

프를 사용하여 대기압보다 낮은 부압(負壓)을 유지하

고 있다가 2회로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어 제어

반에 화재신호를 보내면 진공펌프는 작동을 정지하며

전자개방밸브가 작동되어 배관을 개방시키면 가압수

가 흐르고 2차측 배관은 정압(定壓)상태가 된다. 이후

화재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되면 2차측으로 가압수가

유입되면서 헤드에서 물이 방사된다. 준비작동식 스프

링클러설비와 같이 화재감지기의 작동이 아닌 슈퍼바

이조리패널의 수동기동스위치를 눌러도 전자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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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Sprinkler Systems New Sprinkler Systems

alarm check valve

Solenoid Valve
dry valve

preaction valve

deluge valve

표 2. 전자개방밸브의 적용

Table 2. Application of The Solenoid Valve

는 작동된다.

그림 4.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

Figure 4. Configuration of vacuum sprinkler system

5. 일제살수식

그림 5와 같이 일제개방밸브를 전자개방밸브로 교

체하고 수동기동장치, 화재감지기, 압력스위치, 압력

게, 게이트밸브 등은 그대로 사용한다. 작동메커니즘

은 가압송수장치로부터 1차측 전자개방밸브까지는 가

압수로 채워져있고 전자개방밸브 2차측 배관에서 말

단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대기압으로 되어

있다가 2회로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어 제어반

에 화재신호를 보내면 전자개방밸브가 작동되어 배관

을 개방시키면 해당 방호구역의 전체 개방형헤드에

의해 살수가 이루어진다. 화재감지기가 아닌 수동기동

장치에 의해서도 전자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다.

그림 5.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

Figure 5. Configuration of deluge sprinkler system

이와 같이 새로 개발된 스프링클러설비는 표 2와

같이 알람체크밸브, 건식밸브, 준비작동식밸브, 일제개

방밸브 등의 배관에 설치하는 각각의 제어용 밸브를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전자개방

밸브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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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각 스프링클러설비의 주요 구성요소인 알

람체크밸브, 건식밸브, 준비작동식밸브, 일제개방밸브를

전자개방밸브로 대체하여 제조공정의 다양한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어서 단일 기계에서 규격화 된 하

나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제고유지 비용 절감 및 향후

새로이 개발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도 적응성이 용이하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

식,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모두 1차측과 2차측 배

관을 제어하기 위한 밸브만 교체하고 기타의 구성요소

는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에 쉽

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전

자개방밸브를 적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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