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송수관 및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 개요 (2)

■ 연결송수관 설비의 종류

습식연결송수관설비

높이가 31 m 이상 되는 소방대상물과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연

결송수관설비

건식연결송수관설비

소방대상물의 1층 벽면 또는 화단벽면

에 설치된 송수구로부터 소방대상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까지의 배관

내에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물이 충전되

어 있지 않는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정의

1. 주배관 :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

2. 송수구 :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

3. 방수구 :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

4. 충압펌프 :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라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

5. 정격토출량 :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

6. 정격토출압력 :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

7. 진공계 :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8. 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9. 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10.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지면으로 높이가 31 m 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에는 습식설비로 할 것.

2. 배관은 다음 아래에 따름.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름

배관(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미만일 경우 :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습식배관에 한함.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95)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 :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및 미만일 경우와 같음.



배관(2) 

 아래 기준일 경우 소방용 합성

수지배관으로 설치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

하는 경우

3.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

의 구경이 100㎜ 이상 옥내소화

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



연결송수관 가압송수장치

 펌프의 토출량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이상 (계단식아파트의 경우 1,200 ℓ/min)이 되는 것으로 함.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초과(방수구 5개이상인 경우 5개)인 것에 있어서 1개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400 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함.

계단식 아파트외 모든 건물 토출량

계단식 아파트 토출량

 펌프양정

노즐선단 압력 0.35Mpa 이상

 수동스위치는 2개이상 설치



방수구(2)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 5m 이내,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으로 5m 이내에 설치, 

그 방수구로부터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연결살수설비 개요

 연결살수설비는 판매시설 및 지하가 또는 건축물 지하층의 연면적이 150㎡ 이상인 곳 설치.

 지하가, 건축물의 지하층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가 어려워 건축물 1층에벽에 설치된

연결살수설비용의 송수구로 수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다른 수계설비와 다른 점은 외부의 소방차 등으로부터 수원을 공급받아 화재를 소화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과 송수구역마다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개폐하여 물이 뿌려지도록 한다는 점.

 연결살수설비의 구성



연결살수설비 정의 및 구성

1. 호스접결구 : 호스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일체를 말함.

2. 체크밸브 :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되어 있는 밸브를 말함.

3. 주배관 :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함.

4. 교차배관 :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함.

5. 가지배관 :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함.

6. 송수구 :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을 말함.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함.

 연결살수설비 구성 및 설치순서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송수구 등(3)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

3.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 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등(1)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2.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의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3.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
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10개 이하

배관의 구경(mm) 32 40 50 65 80



배관 등(3)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함.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호스접결용 사용,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함.

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

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헤드(1)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

헤드의 경우은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헤드(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1.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2.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3.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