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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 building fire has occurred due to various influences. Accordingly, we are developing an public safety & 

security unmanned aerial vehicle for fire prevention and initial response to fire. The public safety & security unmanned 

aerial vehicle is used to grasp the traffic route to enter the fire engine in the event of a fire in a dense structure and 

to determine the scale of the fire and the area of danger of collapse around the fire site. In this study, an 

environmental test of the public safety & security unmanned aerial vehicle's heat resistance was performed in an 

environment simulating a fire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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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는 인재 및 자연재해 등 다양한 영향에 의하여 건축물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건축물 화재의 예방 

및 화재 초기대응을 위하여, 재난치안용 무인기가 개발 중에 있다. 재난치안용 무인기는 화재발생시 밀집된 건축물에서 소방차 진

입을 위한 교통경로 파악, 화재 규모 및 화재 현장 주변 붕괴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초기대응시간 단축과 화재

진압 작업자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재난치안용 무인기는 화재로 인한 고열에 노출될 수 있어 실제 작동 성능을 

보장받기 위해 내열성 환경시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 화재발생시 사용되는 재난치안용 무인기의 내열성 

환경시험 조건설정 및 시험을 수행하고자한다

2. 내열성 환경시험

건축물 화재발생시 사용되는 재난치안용 무인기에 대한 내열성 환경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안전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

템 구축 및 운용기술개발사업1)에서 제시한 조건과 상황에 맞는 내열성 환경시험 절차를 제시하였다.

2.1 내열성 환경시험 조건 설정

내열성 환경시험의 온도조건은 재난치안용 무인기가 화재 발원지에 다가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화원으로부터 1 m 떨어진 거리

에서 측정되는 온도인 125 ℃2)로 설정하였다. 125 ℃ 환경에 10초간 노출되었을 때 무인기의 표면 온도가 50 ℃에 도달3)하는데 

무인기 외부에 탑재되는 짐벌, 카메라 등 임무장비의 작동온도를 고려하여 내열성 환경 노출시간은 10초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무

인기의 정상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조건 시간동안 호버링(제자리 비행)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내열성 환경시험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 무인기는 표준대기 조건4)에서 안정화 시켜야 하고, 시험 전까지 화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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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열성 환경시험 결과

내열성 환경시험에는 재난치안용 무인기 MC-1과 MC-2 두 가지 무인기를 대상으로 시험하였다. 내열성 환경시험은 (재)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삼척실화재시험장에서 진행하였으며, 건축물 화재현장을 모사하기 위해 ISO 13785-2 수직 외벽화재시

험 장비를 사용하였다. 내열성 온도조건인 125 ℃를 확인하기 위해 수직 외벽화재시험 장비에 4개의 열전대를 설치하여 1분 이상

의 평균값이 125 ℃ 이상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열전대 측정 위치 그림 2. 수직 외벽화재시험 장비

표 1. 내열성 환경시험 결과

기체명 재난치안용 무인기 MC-1 재난치안용 무인기 MC-2

시료사진

사양
(600 x 600 x 500) mm 이내

6.9 kg

(920 x 920 x 700) mm 이내

15.2 kg

시험결과 PASS PASS

3. 결 론

본 연구는 건축물 화재발생시 사용되는 재난치안용 무인기의 내열성 환경시험을 실시하였다. 화원으로부터 1 m 이격거리를 기

준으로 한 125 ℃ 온도 조건에서 호버링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재난치안용 무인기 MC-1과 MC-2 모두 내열성 환

경시험을 통과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재난치안용 무인기의 온도, 내풍, 방진방수 등의 환경시험을 통하여 건축물 화재발생시 나

올 수 있는 환경을 시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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