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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basic study for development of an advanced photoelectric type smoke detector that has

high reliability by reducing the occurrence of nuisance alarms. This paper was attempted to distinguish

optical characteristics of the typical fire smoke particle and non-fire smoke particle. According to UL

268 standards, three types of test fires (the paper, the wood and the flammable liquid) were used in

this paper for measurement of the fire smoke particles, and the water vapor and the cigarette smoke

that were known as the main cause of the nuisance alarms were also used for the non-fire smoke

particles. A smoke detection chamber was created, which was equipped with one light source and

several light sensors for enabling simultaneous detection of light extinction and scattering, respectively.

This paper analyzes the optical characteristics of each smoke particle using this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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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기감지기는화재시발생되는연소생성물인연기

를자동적으로감지하여화재의발생을감지기그자

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선로를 통

하여수신기에신호를전송하는장치로서동작원리에

따라이온화식, 광전식등으로나뉠수있다. 이온화식

연기감지기는방사선동위원소를사용하기때문에사

용이 규제되고 있으며, 현재는 광전식 연기감지기가

가장많이사용되고있다[1-3]. 소방산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12년 10월이후국내판매를위

해 형식승인을 얻은 연기감지기의 전량이 광전식인

것으로 나타났다[4].

연기감지기는열감지기등다른화재감지기들보다

화재감지가빠르지만장애경보에취약하다는단점을

가지고있다. 광전식연기감지기역시연소에의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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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자 대신 다른 미립자들을 연기입자로 오인하여

경보를발할수있다[5]. 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선행연구자들은데이터를축적하거나, 화재출력을지

연하고 환경을 보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5]. 또한

온도 센서나 CO 센서 등 다른 센서를 연기감지기와

함께사용하는방법도연구하였다[6-8]. 또다른방법

으로 미 산란을 이용하여 연기입자의 크기를 측정함

으로써 연기입자를 구별하려는 연구도 있었다[9-11].

이 방법은레이저와같은편광된단색광과다수의광

수신기를필요로한다. 특히연기입자는그종류에따

라 크기가 고르지 못하거나 서로 부착하려는 성질을

가지며매우검은색인경우도있어서한계가있었다.

그렇지만장애경보검출은물론연기입자로부터화원

을구별해냄으로써소화에필요한유용한정보를얻

을 수 있는 장점도 가질 수 있다.

이에본논문은실용성을높이기위해현재광전식

연기감지기에많이사용되는광원을사용하고소수의

광센서만으로고신뢰성광전식연기감지기개발에필

요한각종연기입자의특징을분석하고자시도하였다.

2. 관련 이론

2.1 감광식과 산란식 연기감지기

연소에의해생성된연기입자는부유하면서산란이

나흡수를통해빛을소멸시키는성질을가지고있다.

그림 1 (a)와같이연기입자에의해소멸된빛의양을

감지함으로써화재유무를판단하는것을감광식연기

감지기라고하고, (b)와같이연기입자에의해산란된

빛을감지함으로써화재유무를판단하는것을산란식

연기감지기라고 한다[3,12].

산란식은매우검은연기입자에대해그존재를감

지하지못하는경우도있지만, 광원의 파장과입자의

크기에 따라 산란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란각

(scattering angle, incident ray와 scattered ray가 이

루는각)을측정함으로써연기입자의크기를알수있

는장점이있다. 감광식은소광의원인이흡수인지산

란인지구별할수없지만연기색에관계없이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3].

(a) A photoelectric light obscuration smoke detector

(b) A photoelectric light-scattering smoke detector

그림 1. 광전식 연기감지기의 동작 원리
Fig. 1. Principle of operation for photoelectric

smoke detectors

한편감광식과산란식연기감지기모두, 광 경로상

에 연기입자가 아닌 다른 미립자(예를 들면, 수증기,

담배연기 등)가 존재하더라도 연기입자로 오인하는

장애경보를발생시킬수있다[5]. 본논문은하나의광

원에 네 개의 광센서를 사용하여 소광량과 산란량의

분포를분석함으로써각종연기입자의특징을구명하

고자하였다. 실험에사용된연기입자는화재를일으

킬수있는연기입자(이하, 연소연기입자) 3종과장애

경보를 일으키는 연기입자(이하, 비연소 연기입자)

2종 등 총 5종이다.

연소 연기입자는 UL268에서 사용되는 종이화원

(Paper fire), 목재화원(Wood fire), 인화성 액체화원

(Flammable liquid fire)을사용하였고, 비연소연기입

자는 장애경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연

기와 수증기를 사용하였다.

2.2 UL268 화원별 연기입자의 특징

그림 2는각각UL 268에따라만들어진종이화원과

목재화원에서 발생된 연기를 포집하여 주사전자현미

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준다[13]. 종이화원의 경우 연기입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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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 view

(b) Front view

그림 3. 실험 배치도
Fig. 3. Experiment setup diagram

크기가비교적일정하지만목재화원의경우연기입자

들의크기 차이가 매우크다. 특히 불완전 연소로 추

정되는 입자의 경우 다른 입자에 비해 그 크기가 수

배에달하는 것을 볼 수있다. 한편 인화성 액체화원

에서발생된연기는색이매우검기때문에주로흡수

를 통해 소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a) Paper fire (b) Wood fire

그림 2. 연기입자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Fig. 2. SEM images of smoke particles

3. 실험장치 및 방법

실험은온도 17∼23℃, 습도 30∼70%, 그림 3과 같

은화재시험장(Fire test room, 7.0m×3.4m×2.4m)에서

진행되었다.

A는 연기를감지하기 위한 연기챔버로서그림 4와

같이 제작되었다. 광원부(Light source)는 재래식 연

기감지기에 많이 사용되는 파장 960nm의 LED와 집

광렌즈로 구성되어 있다. 광센서(photo sensor)도 산

란광식연기감지기에많이사용되는photo diode가사

용되었으며, 모두 네 개의 광센서들이 내경 180㎜인

원통(annulus)의 한쪽에 설치되어 있다.

광센서중 PS0는 전체 소광량을측정하기위한것

으로 광원부와 CP(Center point of annulus)가 이루

는일직선상에놓여있다. 그림 4에서산란각은 PS0,

CP 및광센서(PS1, PS2 또는 PS3)가이루는각이된

다. 전방산란을 측정하기 위해 26° 지점에 광센서

PS1을설치하였고후방산란을측정하기위해 156°지

점에 PS3를설치하였으며, 78° 지점에 PS2를설치하

였다. CP를기준으로광원부까지거리는 90㎜, PS0까

지거리는90㎜, PS1(또는 PS2나PS3)까지거리는60㎜

이다.

원통은그림 4와같이상판과하판을부착한후, 화

재시험장의천장(그림 3의 A 부분)에설치되었다. 네

개의 광센서로부터 입력된 신호는 데이터 취득장치

(sampling time: max 1s, measuring accuracy :

±0.1% of rdg + 2digits)에 저장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소 연기입자 3종은 모두 UL

268에 따라 만들었다. 즉 종이화원은 10×102㎜크기

로자른흑백신문 42.6g을 0.8㎜두께의박판으로만

든직경 102㎜, 높이 300㎜의리셉터클에넣는다. 이

리셉터클은그림 5 (a)와 같이, 지지대를이용하여화

재시험장 바닥으로부터 300㎜ 띄워 설치된다. 목재

화원은 19.1×19.1×152㎜ 크기의 목재 6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한 층을 이루게 하고, 이를 그림

5 (b)와 같이서로직각이되게 3층으로쌓아만들었

다. 목재화원은 4㎖의 촉진제(5%의 메탄올+95%의

에탄올)를 담고 있는 직경 38㎜, 깊이 25.4㎜의 금속

용기 바닥으로부터 89㎜ 위에, 화재시험장 바닥으로

부터는 300㎜ 띄워 설치되었다. 인화성 액체화원은

톨루엔 25%와헵탄 75%를혼합하고, 이를그림 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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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0.635㎜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만든 리셉터

클(직경 158㎜, 바닥 직경 25.4㎜, 깊이 32㎜의 둥근

형태)에 담겨져 화재시험장 바닥으로부터 300㎜ 띄

워 설치되었다.

(a) Schematic diagram of the optical chamber

(b) Photo of the optical chamber

그림 4. 광학 챔버
Fig. 4. The optical chamber

(a) Paper fire (b) Wood fire

(c) Flammable liquid fire

그림 5. 시험화원(연소 연기입자)
Fig. 5. Test fires(fire smoke)

비연소에의한연기입자는각각수증기와담배연기

로만들었다. 수증기는직경 240㎜의스테인레스용기

에물을붙고버너로가열하여증기를발생시키는방

법으로만들었다. 담배연기는세개피의담배에불을

붙이고블로어로공기를공급하는방법으로만들었다.

연소연기입자는UL268에따라그림 3의 B1 지점에

서, 비연소연기입자는 B2 지점에서발생시키게된다.

실험은다섯가지시험화원중하나를점화하면서시

작되며, 연기유입후 120s 동안진행하였다. 네개의

광센서로부터 5s 간격으로 데이터를 읽어 데이터 취

득장치에 저장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연소입자에 의한 연기의 광학적 특징

그림 6에서그림 10은각종화원에대한실험결과를

보여준다. PS0의 크기는 광원부에서 출발한 빛이 산

란이나흡수를통해소광되고 PS0에 도달한빛의양

을의미한다. PS1, PS2 및 PS3의 크기는광원부에서

출발한빛이연기입자와충돌하여각각 PS1, PS2 및

PS3 방향으로 산란되어 광센서에 도달한 빛의 양을

의미한다.

그림 6. 종이화원에 대한 산란량과 소광량
Fig. 6. Amount of scattering and extinction for

paper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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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종이화원에대한실험결과를보여준다. 연

기가 연기챔버 내로 유입되면서 소광량이 급격히 늘

고 있으며, 동시에 산란량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세 개의산란 센서가 감지한 산란량을 비교해 보

면, PS1의 감지량이 PS2나 PS3보다훨씬큰것을볼

수있다. 그림 6의경우 PS1의 산란량이전체산란량

의 92.7%을 넘었다.

그림 7은목재화원에대한실험결과를보여준다. 연

기가 연기챔버 내로 유입되면서 소광량이 서서히 증

가하고 있다. 산란량 역시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있다. PS1, PS2및PS3의값은종이화원의경우보

다고르게분포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각각 PS1

이 61.6%, PS2가 30.7%, PS3가 7.7%였다.

종이화원의 경우 PS1의 값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종이화원에의한연기입자들의크기가비교적

고르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에목재화원의경우세

개의산란센서가모두광을감지하였다. 이것은목재

화원에 의한 연기입자의 크기가 고르지 못하거나 입

자들끼리서로쉽게엉겨붙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은

그림 2에 있는 SEM 영상과도 일치한다.

그림 7. 목재화원에 대한 산란량과 소광량
Fig. 7. Amount of scattering and extinction for

wood fire

그림 8은인화성액체화원에대한실험결과를보여

준다. 연기가 연기챔버내로유입되면서소광량이서

서히증가하고있다. 소광량이증가하고있지만감지

된 산란량은 0이다. 이는 인화성 액체화원의 연기가

매우검어서주로흡수에의해소광을일으키기때문

이다. 인화성액체화원의연기는소광이발생해도산

란이 감지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8. 인화성 액체화원에 대한 산란량과 소광량
Fig. 8. Amount of scattering and extinction for

flammable liquid fire

4.2 비연소입자에 의한 연기의 광학적 특징

그림 9. 수증기에 의한 산란량과 소광량
Fig. 9. Amount of scattering and extinction for

water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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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수증기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여준다.

연기챔버내로수증기가유입되면서소광량이급격

히늘고있으며, 동시에산란량도급격히증가하는것

을 볼 수 있다. PS1이 39.2%, PS2가 33.2%, PS3가

27.6%였다. 목재화원과비교할경우, 후방산란인 PS

3의 값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림 10은 담배연기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여준다.

담배연기가연기챔버내로유입되면서소광량이서서

히증가하고있고산란도 PS1이 29.3%, PS2가 20.5%,

PS3가 50.2%로나타났다. 그러나목재화원에비해산

란량의 증가와 감소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특성을 보

이고있다. 이것은연기챔버가극히작은공간에대한

연기농도를측정하는데비해담배연기는그양이충

분하지못해공간별시간별로분포차이가크기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0. 담배연기에 의한 산란량과 소광량
Fig. 10. Amount of scattering and extinction for

smoke of cigarette

5. 결  론

본연구는장애경보를줄인고신뢰성연기감지기개

발을위한기초연구로서, 연소연기와비연소연기에

대한 광학성 특성을 구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위해연기챔버가제작되었다. 연기챔버는소광

과 산란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하나의 광원에

4개의 광센서를 가지고있다. 화원은 연소연기를위

해종이, 목재, 인화성액체가, 비연소연기를위해수

증기및담배연기가사용되었다. 이들각화원이가지

는 광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소 연기 중 연기입자의 크기가 비교적 일

정한 종이화원은 소광이 시작되면서 산란각 26°에

설치된센서로산란이집중되었다. 입자가고르지못

한목재화원은소광이시작되면서거의모든방향으

로산란을일으켰다. 연기색이매우검은인화성액체

화원은 소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산란이 감지되지

않았다.

둘째, 비연소 연기입자인 수증기는 소광과 함께 모

든방향에서산란이감지되었다. 특히목재화원에의

한연기에비해후방산란이크게나타났다. 담배연기

도소광과함께모든방향에서산란이감지되었다. 담

배연기는그러나목재화원에비해연기량이부족하여

소광 및 산란량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특징을 보였다.

이상의결과는장애경보를줄인고신뢰성광전식연

기감지기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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