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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발생하는 화재는 규모와 양상이 다양하여 소화약제의 종류와 쓰임이 다양화 되고 있다. 

한, 소화약제는 제조나 사용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우수한 소화성능과 경제성, 

오존층 괴 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성까지도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소화성

능과 경제성  친환경성이 뛰어난 에어로졸 타입의 분무형 소화약제에 한 심과 필요성이 증

가하여 개발과 매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분무형 소화약제에 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화약제는 화재의 종류와 장소에 따라 사용이 제한 이라는 단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 을 최소화시킨 분무형 소화약제가 재 시 에서 매되고 있으며, 

지하공간이나 차량 내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화재인 유류  기화재에 효과가 매우 우수하여 

산실, 자장비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다른 소화약제들과 비교하 을 때 우수한 소화성능과 경

제성, 친환경성이 있는 분무형 소화약제는 이 장 을 바탕으로 그 활용도가  더 증가할 것으

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무형 소화약제의 성능  활용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는 소화

약제 성분의 입자크기를 고찰하고자 소화약제 성분의 입자크기에 따른 연기 도, 기폭시간, 분사시

간 등에 해서 분석을 수행하 다.

2. 연 구  방법

분무형 소화약제의 소화원리는 기  기폭 등을 통해 고상의 소화약제가 기폭하여 소화성분 입

자가 발생되고, 공기 으로 분사된다. 이때 발생한 소화성분은 화재의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부

매작용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된다. 특히 분무형 소화약제는 소화성분의 입자들이 매우 작아 소화

성능이 뛰어난데, 이러한 입자 크기가 소화성능에 향을 미친다고 단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소화약제의 입자크기에 따른 연기 도와 입자크기를 달리 한 소화약제의 기폭 시간  분사

시간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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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Smoke 

Density

850～600 106 185.44 97 183.17 84 174.61

425～300 128 223.70 123 194.53 110 232.78

212～150 57 357.26 128 277.46 131 217.12

106～75 112 320.38 75 310.60 116 279.27

Table 1. The Results of Maximum Smoke Density

연구방법으로는 소화약제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입자의 크기별로 4가지로 선정하 다. 각 크기의 

입자크기별로 약제를 제조한 뒤, 국내 ㈜페스텍의 ISO 5659 Assembly Tester를 이용하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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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측정하 으며, Figure 1에는 분석장비를 나타내었다. ISO 5659 Assembly Tester는 conical 

heater의 복사열에 의한 시험시편의 형상, 연기 도 등을 측정  찰 가능한데, 지면으로부터 시

험편이 사용자의 결정(10∼70 KW/㎡)에 의한 복사열을 받아 생성된 정 인 연기(static smoke)를 

일정한 부피(914㎜×610㎜×914㎜)의 chamber내에서 시험시편의 연기 도 등을 측정  찰 할 수 

있는 장비이다. 실험은 구간별 3회의 반복실험을 진행하 으며, 각 실험의 최 연기 도와 최 연

기 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Table 1에 제시하 다.

3 . 결 과   고 찰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입자크기가 850～600 ㎛인 시료의 연기 도는 174.61∼185.44로 나타났고, 

입자크기가 106～75 ㎛인 시료의 연기 도는 279.27∼320.38로 나타났다. 즉,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

수록 연기 도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간별 평균 연기 도의 변화를 Figure 2에 나타냈으

며, Figure 3에는 각 입자크기별 시간에 한 연기 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추가 인 보완연구를 통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소화약제의 입자크기에 따라 연기

도에 미치는 향에 해 보다 구체 이고 정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1. Apparatus of ISO 5659     Figure 2. Average smoke density 
                        Assembly Tester                     by particle size

 

 

Figure 3. Smoke density according t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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