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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스 링클러 설계 시 주로 용하는 배 스 방식은 용도분류에 의해 결정되는 스

케줄로, 배관의 구경이 선택되고 배관의 크기에 따라 설치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주어져 있는 스프링클러설비이다. 이는 NFPA13의 배 스 방식을 용한 것이나 용의 오류

로 인하여 잘못된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하여 국내 기술기 과 NFPA13기 을 

확인하고 문제 의 지   바른 배 스 방식의 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대부분의 스프링클러의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배관스케줄 방식은 NFPA13으로부터 준용한 

방식이나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유량과 방출압만을 적용함으로써 NFSC103에서 규정

하는 설계면적의 모든 헤드가 작동 시   헤드최소유량인 80 L/min과 최소방출압인 1 bar에 50 

%의 헤드가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설계되어지고 있다. 이에 NFSC103과 NFPA13의 배

관스케줄 방식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합한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NFSC 103 규정

2.1 가압송수장치 규정

2.1.1 제 5조 9호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서 0.1 MPa이상 1.2 MPa이하의 방수압

력이 될 수 있는 크기로일 것」

2.1.2 제 5조 10호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기준으로 80 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9호와 10

호의 규정은 기준개수 모든 헤드의  압력이 0.1 MPa~1.2 MPa 그리고 80 L/min 이상이 될 것

을 요구한다. 

2.1.3 제 5조 11호

  「제 10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를 사용하

는 설비의 경우 기준개수에 80 L를 곱한량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2.1.4 제 5조 12호 

  「제 10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분당송수량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수가 30

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 L를 곱한량 이상으로 할 수 있다」11호와 12호 규정은 설계

면적의 폐쇄형과 개방형헤드가 30개 이하인 경우 헤드수 곱하기 80 L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기

준개수 10, 20, 30의 경우 800, 1600, 2400 L/min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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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FSC103의 문제점

   제 5조 11호와 12호의 기준대로 800, 1600, 2400 L/min의 가압송수장치를 선택하는 경우 

설계면적 내의 모든 폐쇄형헤드가 작동하거나 일제살수방식인 개방형헤드의 경우 10개 헤드 중 

5개, 20개 헤드 중 10개, 30개 헤드 중 15개의 헤드 즉, 작동헤드의 50 %가 반드시 지켜야하

는 8호와 9호의 규정인 모든 헤드에서 방출압이 0.1 MPa이상이고 방출량이  80 L/min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3. NFPA13 규정

3.1 NFPA13.11.2.2.5항

배관스케줄방식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스프링클러헤드가 50 psi(3.4 bar)의 최소잔류압력에

서 Table 1.에서 요구하는 유량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5,000 ft2(465 m2)를 초과하는 설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2 NFPA13.11.2.2.3항

11.2.2.5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배관스케줄설계방식은 5,000 ft2(465 m2) 이하의 신규설

치 또는 기존 배관스케줄설계방식의 추가나 개조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Table 1. Water Supply Requirements for Pipe Schedule Sprinkler Systems (Table 11.2.2.1)

Table 2. Comparison of Water Demand of NFSC103 with Design Area Density of NFPA13 

NFSC103  Water Demand NFSC103 Head NFPA13 

Head Occupancy Classification or 
Construction

Coverage 
Radius[m]

Application 
building

Density
[mm/min]

Occupancy 
Classification

Standard
[mm/min]

30　

Special Combustibles, 
Commercial Facilities,  
11 Floor or more Bd., 

Underground Shopping mall 

1.7 Stage, Special 
Combustibles 13.8 Extra Hazard 

GroupⅡ 12.2~16.3

2.1 Non Fire-resistant 
structure 9.1 Extra Hazard 

GroupⅠ 8.1~12.2

20　

Factory, Storage, 
Neighborhood Facilities, 

10 floor or less and  8 m or 
more of Ceiling Height

2.3 Fire-resistant 
structure 7.6 Ordinary Hazard 

Group.Ⅱ 6.1~8.1

2.5 Rack-type 
Storage 6.4 Ordinary Hazard 

Group.Ⅰ 4.1~6.1

10
Apartment, 

10 floor or less and less than 
8 m of Ceiling Height

3.2 Apartment 3.9 Light Hazard 2.9~4.1

4. 결론

1)설계면적의 모든 헤드에 80 L/min를 적용하는 배관스케줄방식은 작동면적 내 헤드가 모두 작

동 시 작동헤드의 1/2이 헤드의 최소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바른 스케줄방식의 적용은 말단헤드의 압력을 3.4 bar로 하고 펌프의 토출량을 10개 헤드 적

용 시 1,514~2,460 L/min 그리고 20개 헤드 적용 시 2,839~5,299 L/min을 적용하여야 한다.

3)스프링클러 설계 시 배관스케줄방식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수리계산방식을 광범위하게 적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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