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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 연기감지기의 신

뢰성에 하여 분진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방법과 감도성능변화에 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여러

번 분진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분진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감도성능이 하되는 것을 

실험 으로 확인하 고, 동작시간에 한 실측데이터를 제시하 다. 

1. 서 론  

연기감지기  식 감지기에는 일국소의 연기량 변화를 감지하는 발 부와 수 부가 하나

의 몸체에 있는 스포트형과 발 부와 수 부가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이 있다. 스포트형에는 발

소자에 의한 빛이 수 소자에 직  가해지느냐의 유무에 따라 산란 식과 감 식으로 구분하며, 

 연기의 축 유무에 따라 축 형과 비축 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식 연기감지기는 

암실형태의 챔버에 먼지 등의 이물질이 침입하게 되면 비화재보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암실형태의 챔버에 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분진을 이용

한 실험을 실시하여 감도성능변화를 분석하 다. 

2. 실험  분석

UL 268이나 우리나라 소방검정기술기 에서는 연기감지기에 하여 먼지 등에 한 성능을 

검증하기 한 시험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표 인 것이 분진시험이다. 분진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감지기는 류를 통한 상태에서 내부용 이 0.09 ㎥가 되는 폐된 상자내에 정상 치로 

부착하고 KS A 0090(시험용 분체  시험용 입자)의 5종 라이애쉬 60 g을 상자속에 넣고 풍

속이 0.25 m/s로 압축된 공기 는 통풍기로 15분간 교반한 후 감도성능을 확인하 을 때 기능

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실제 분진시험을 100회 반복 으로 수행한 결과 분진시험 횟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감지기의 감도성능이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회사에

서 제조한 제품 15개를 가지고 분진실험을 실시하고 이 분진에 의한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수

명 측 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감지기 수명과 고장률을 환산할 수 있다. 특히, 식 연기감지기

는 암실 내부에 먼지 등이 유입되게 되면 비화재보나 오동작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진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출된 분진농도를 인가된 스트 스 강도로 환산하

고 시간에 한 함수를 구한다면 수명-스트 스 모델을 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본 연구는 분진을 이용하여 식 연기감지기의 감도성능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다. 실험결과 

분진농도가 높을수록 감도성능은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분진실험 데이터를 이용한다

면 수명-스트 스 모델링을 통하여 식 연기감지기의 수명과 고장률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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