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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실내사격장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권총 사용에 따른 화약잔사 양에 대한 실측 및

발화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화약잔사 양은 구경 0.38인치 권총 및 구경 9mm 권총을 사용하였으며,

사대 및 바닥면에 떨어지는 화약잔사를 측정하였다. 화약잔사에 대한 발화특성 평가를 위하여 충격감도,

정전기감도, 마찰감도 및 발화점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비교 평가에는 권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전

의 화약(ball powder)을 이용하여 화약잔사와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충격감도 및 마찰감도

는 화약잔사에서 다소 높게 측정되었으며, 발화점 시험에서는 화약잔사가 비교대상인 사용전의 화약에 비

해 낮은 온도에서 발화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d the measurement about the gunpowder residue quantity by using a handgun and
we carried out an experiment ignition characteristics of the gunpowder residue for the investigation
fire cause into the indoor shooting range in Busan. The measurement of the gunpowder residue quan-
tity is spouted by using a 0.38 inch gun and 9 mm gun. We were carried out evaluation experiments
such as impact sensitivity test, static electricity sensitivity test, friction sensitivity test and measuring
a flash point for the ignition characteristics about the gunpowder residue. From experiment results,
the impact sensitivity and friction sensitivity of the gunpowder residue in comparison with ball pow-
der are highly sensitive and the gunpowder residue ignites at a relatively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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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9년 11월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업소 관계자 및 일본인 관광객 등 총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관계기관의 허가

를 받는 경우, 실제 총기를 사용하는 실내사격장 영업

이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15개의 사격장이 영업 중에

있는 실정으로 실내사격장에서 화재사고 및 인명 피해

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1,2) 부산 실내사

격장의 경우, 구경 0.357인치 권총 및 구경 9mm 권총

의 2종류가 사용되었으며, 화재 발생 및 연소 확대 과

정에서 화약잔사가 원인제공 또는 급속한 화염 진행의

매개체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사격장에서 사용된 권총

과 유사한 제품을 이용하여 격발과정에서 발생되는 화

약잔사를 2가지 조건에 따라 측정하였다. 또한 권총 발

사 과정에서 분출된 화약잔사를 수거하여 충격감도, 마

찰감도, 정전기감도 및 발화점 등의 발화특성을 측정

하였으며, 비교평가를 위하여 권총에 사용되는 사용전

의 화약을 대상으로 화약잔사와 동일한 시험을 수행하

였다. 실험결과, 충격감도 및 마찰감도는 화약잔사가

사용전의 화약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되었고, 발화점

시험에서는 화약잔사가 비교대상인 사용전의 화약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발화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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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감도 측정에서는 화약잔사 및 사용전의 화약 모두

18kV의 정전기 전압에서 발화되지 않는 특성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실내사격장 및 권총 화약

제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조

사기법 제공 및 화약과 화약잔사에 대한 화재 위험성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 화약잔사의 측정

실내사격장에서 사용되는 총기는 대부분 권총으로

권총은 탄창의 방식에 따라 리볼버(Revolver) 및 피스

톨(Pistol)로 구분할 수 있으며, 리볼버는 원형 탄창이

회전하면서 순차적으로 격발되는 방식으로 탄피가 총

기 내에 남게 되는 구조이고, 피스톨 방식은 별도의 탄

창을 결합하여 격발과정에서 탄피가 외부로 배출되며,

아래쪽 총탄이 자동으로 밀려 올라오면서 장전 및 격

발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3-5)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사용된 총기는 미국 Smith &

Wesson사의 모델 686, 구경 0.357인치 7연발 리볼버

권총이다. 리볼버 권총은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통형 탄창에 권총탄이 장착되는 구조로 격발 시, 탄

환은 총구를 통해 발사되고, 탄피는 탄창 내부에 남아

있게 된다. 

권총이 발사될 때에는 약실 및 총구를 통해서 화약

잔사가 발생되는데, 격발 시 발생되는 화약잔사의 양

을 실측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에서 사용되는 총기 2종

류에 대하여 총기 사용에 따른 화약잔사의 양을 측정

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총기는 구경 0.38인치 권총 및

구경 9mm 리볼버 권총으로 Figure 2와 같이 사대 측

을 밀폐한 상태에서 각각 5발을 발사하고, 밀폐공간내

에 남겨진 화약잔사의 양을 측정하였다.

5발 발사 후, 측정된 화약잔사의 모습은 Figure 3과

같으며, 부산 실내사격장 내에서 검출된 화약잔사와 동

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1. Photograph of the hand gun used on the Busan

indoor shooting range. Figure 3. Measured gunpowder residue.

Figure 2. Measurement of the gunpowder residue in case

of the closed shoot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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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현장인 실내사격장의 조건을 모의하기 위

하여 Figure 4와 같이 사대를 개방한 상태에서 사대 주

변에 백지를 펼쳐놓고, 구경 0.38인치 권총을 100발 발

사하는 경우, 사대 정면 및 측면에 떨어지는 화약잔사

의 양을 검출하였다.

2가지 조건에 따라 격발과정에서 발생되는 화약잔사

의 양은 Table 1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검출되었다.

Table 1은 사대를 밀폐한 상태에서 측정된 것으로 구

경 0.38인치 리볼버 실탄의 추진제의 양은 약 5gr(0.324g)

로 잔류화약의 양은 사용전과 비교할 때 약 11.2%의

화약잔사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경 9mm 권

총탄의 추진제는 약 6gr(0.389g)으로 사용 전에 비해

8.9%의 화약잔사가 발생되었다.

Table 2는 사대를 개방한 후, 구경 0.38인치 권총을

100발 발사하였을 때, 사대와의 거리에 따라 잔류된 화

약잔사의 양으로 5 × 8.3cm 면적의 테이프에 부착되는

화약잔사의 양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화약 잔사는

사대 직하단 및 사대와의 거리 60cm에서 270cm 사이

에 주로 분포되었으며, 권총을 발사한 사대 우측 120cm

떨어진 부분에서는 150cm에서 240cm 사이에서만 화

약잔사가 검출되었다. 총구 우측 190cm 떨어진 부분에

서 화약잔사는 검출되지 않으며, 검출된 화약잔사의 양

은 거리에 따라 0.001~0.017g으로 측정되었다.

권총 격발과정에서 발생되는 화약 잔사의 분포를 도

식화하면 Figure 5와 같이 나타나는데 사대의 직하단

및 사대와의 거리 150cm에서 240cm 사이에서 집중적

으로 화약잔사가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3. 화약잔사의 발화특성 시험

화약류는 충격 및 정전기 등에 의해 폭발 연소하기

쉬운 물질로 충격, 마찰, 정전기에 대한 특성평가를 수

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화약잔사에 대한 발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낙추시험, 마찰시험, 정전기

Figure 4. Measurement of the gunpowder residue in case

of the open shooting table.

Table 1. Quantity of the Gunpower Residue in Case of the

Closed Shooting Table

Test 0.38 inch gun 9 mm gun

1 0.028 g 0.034 g

2 0.057 g 0.035 g

3 0.032 g 0.030 g

4 0.031 g 0.037 g

5 0.034 g 0.038 g

평균 0.036 g 0.035 g

Table 2. Quantity of the Gunpower Residue in Case of the

Open Shooting Table

Front 120 Right Side

Distance

(cm)

Quantity

(g)

Distance

(cm)

Quantity

(g)

000 0.006 000

030 0.000 030 0.000

060 0.002 060 0.000

090 0.002 090 0.000

120 0.004 120 0.000

150 0.011 150 0.001

180 0.017 180 0.003

210 0.012 210 0.002

240 0.008 240 0.002

270 0.003 270 0.000

Figure 5. Distribution of the gunpowder residue depending

on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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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시험 및 발화점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비교 평가

를 위하여 Figur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용전의 화

약에 대해 동일한 특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격적인 발화특성 시험에 앞서 담뱃불을 이용한 모

의 착화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권총 격발과정에서 발생

된 화약잔사에 Figure 7과 같이 담뱃불을 근접시키는

경우, 담뱃불을 근접시킴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착화되

어 순식간에 연소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화약잔사 및 사용전 화약에 대한 발화특성 시험을

수행한 결과, Table 3에서 Table 5에 나타낸 것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3은 충격감도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충격

감도는 5kg의 추를 수직 낙하시켜 6회 시험에서 1회

이상 기폭되는 위치를 충격감도로 선정하는 시험으로

시험결과, 화약잔사의 충격감도는 20cm이었다. 사용전

의 화약에 대해 동일한 낙추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사용전 화약의 충격감도는 10cm로 측정되었다.

Table 4는 금속재의 마찰감도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화약잔사의 경우, 최소 36kgf의 마찰력

에서 기폭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사용전의 화약은 화

약잔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1.6kgf의 마찰력 강

도에서 기폭되는 특성으로 화약잔사에 비해 낮은 마찰

력으로 폭발 또는 연소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는 화약잔사와 사용전의 화약에 대한 발화점

을 측정한 것으로 발화점 시험기(KRS- RG-9000)를 이

용하여 온도를 상승시키는 시점에서 3회 및 온도를 하

강시키는 시점에서 3회의 총 6회에 대한 측정 온도로

시험 대상물이 5초 이내에서 발화되는 온도를 나타낸

Figure 6. Photograph of the ball powder.

Figure 7. Experiment of contact with cigaret on the

gunpowder residue.

Table 3. Results of the Impact Sensitivity Test

Sample Sensitivity Energy

Gunpowder 20 cm 9.8 Joule

Ball Powder 10 cm 4.9 Joule

Table 4. Results of the Friction Sensitivity Test

Sample Friction Sensitivity

Gunpowder 36 kgf

Ball Powder 21.6 kgf

Table 5. Results of the Flash Point Measurement

Sample Flash Point

Gunpowder 255oC

Ball Powder 273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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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실험 결과, 화약잔사는 약 255oC에서 발화되

며, 사용전 화약은 약 273oC에서 발화되는 특성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화약잔사는 사용전

화약에 비해 충격감도 및 마찰감도는 비교적 둔감해

지는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발화

되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전기감도에 대한 시험에서는 화약잔사 및 사용전

화약 모두 정전기 시험기의 최대 발생전압인 18kV까

지 기폭되지 않았다. 화약류는 정전기에 대해서는 기

폭되지 않는 특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사용전 화약

및 화약잔사는 정전기에 대해서는 안정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시험결과, 화약잔사는 사용전 화약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은 발화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충격감도 및 마찰감도는 사용전의 화약에 비해 기폭되

는 높이 및 마찰력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와 같은 실험결과로부터 화약잔사 및 사용전 화약 모

두 충격이나 마찰 및 외열에 의한 발화특성은 상대적

으로 위험 수준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정전기에 대해서는 유증이나 가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

로 둔감한 특성으로 정전기에 의해 기폭되지 않는 안

정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로 인한 인

명피해 발생을 계기로 리볼버 권총 사용에 따른 화약

잔사 발생량을 실제 검출하였다. 또한 검출된 화약잔

사 및 사용전 화약에 대한 화재 및 폭발 위험성 평가

를 위하여 충격감도, 마찰감도, 정전기감도 및 발화점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화약잔사의 실측 결과, 권총 격발과정에서 발

생되는 화약잔사는 탄환에 사용되는 화약의 10% 정도

가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사대를 개방시킨 조

건에서는 총구 기준으로 사대의 직하단 및 사대와의

거리 150cm에서 240cm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화약잔

사가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둘째, 발화특성 시험에서 충격감도 및 마찰감도는 사

용전의 화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발

화점은 낮아지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정전기 감도는 18kV 범위까지 기폭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정전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

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결과에서 충격 및 마찰감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

는 점 이외에 발화점이 현저히 낮아지는 특성으로 화

약잔사 역시 여전히 충격이나 열적 스트레스에 의해

쉽게 기폭 또는 연소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실내사격장 내부에서 화약잔사가 다량 존재하

는 경우, 동 화약잔사를 매개로 급속한 연소 확대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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