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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침윤소화약제의 소화성능평가를 위해 실규모 소화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A급 소화실험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목재 외에도 목분과 왕겨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소화용수는 물과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3종의 침윤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성능평가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물

과 침윤소화약제의 명확한 변별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물의 경우에서 내부 온도의 유지시간이 길게 유지되

고 침윤소화약제의 경우 빠른 온도 하강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를 통해 소화능력의 변별력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최적화 침윤소화약제 성능평가 방법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Real scale fire tests was carried out for extinguishing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wetting agent.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 Class A fire extinguishing test methods specified in the ‘Type Approval of the Manual

System Fire Extinguisher and Technical Standards of Test’. In addition, the subjects of this experiment were the wood

flour and rice husk. Fire-fighting water, the three kinds of wetting agents used in the country and this study was used, was

undertaken to determine a clear discrimination of the water and wetting agent. In the experimental results, it was con-

firmed that the internal temperature is maintained long time in the case of water. The internal temperature were rapidly

lowered in the experiment of wetting agents. Therefore, the discrimination of extinguishing ability was confirmed by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accordance with t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underlying material on presenting a method of optimized performance evaluation of wetting extinguishing agent.

Keywords : Deep-seated fire, Wetting agent, Real scale fire test, Extinguishing performance

1. 서 론

2003년 12월 17일 발생한 청도 대흥농산 화재사건은 용

접 불티에 의해 발생하였다. 버섯 재배 공장의 특성 상 공

장 내부에는 다량의 목분과 쌀겨가 적재되어 있었다. 화재

는 목분에 용접 불티로 인해 1차 표면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확산이 진행되었으며, 목분과 쌀겨 내부로의 열전달이 발생

함에 따라 열원이 이동하면서 2차 심부화재가 발생하였다.

소화를 위해 살수한 소화용수는 내부로 침투되지 못하였고

화재는 3일만에 진화되었으며, 다공성 물질 내부 훈소로 발

생한 독성가스로 인해 12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1)

. 심부

화재는 청도 대흥농산의 화재사례와 같이 다공성 고체가연

물질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한 형태로써 가연물 내부에서 연

소하는 화재를 의미한다
(2,3)

. 산소가 부족한 환경의 경우, 목

분과 왕겨 등 입도가 작은 분체형 다공성 물질들은 산화제

와 접촉하는 면적이 목재보다 넓어 훈소가 발생하기 쉽고,

목재의 경우 동일 환경에서 화재가 자연소멸하기 쉽다
(4)

.

또한 이러한 분체형의 다공성 물질은 적재 시 입자 사이에

공기 기포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의 공기유입이 차단된 공

간에서도 훈소가 발생할 수 있다
(5,6)

. 현재 주 소화용수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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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는 물을 사용하여 심부화재를 진압하는 경우 표면

장력이 높은 물이 침투되기 어려운 다공성 물질의 심부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바람이나 기타 외력으로 인

한 산소와의 접촉 시 재발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7)

.

따라서 심부화재의 경우 고온의 다공성 물질이 서서히 냉

각 되므로 소화용수의 침투성이 우수하여 내부열원에 직

접적인 도달을 통한 열원 소거가 진행되어야 하며, 소화용

수의 내부 잔존시간이 길게 유지되어야한다
(8)

. 또한 심부

화재 소화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침윤소화약제를

첨가함으로써 소화용수의 물리 · 화학적 성상을 변화시켜

화재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공성 물질별 심부화재 구현 및 전이속도에 관한 연구

로써 El-Sayed 등의 연구와 Torero 등의 연구, Palmer의

연구, 김진수 등의 선행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9-12)

. 하지

만 이에 대한 소화에 관한 연구는 진행이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김남균 등의 축소모형 실험장치를 통한 심부화재 소

화 연구와 기존 약제의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가 선행연구

로써 수행되었으나 화재 규모에 따른 연구가 부족한 상황

이다
(13,14)

. 이에 실규모 화재실험을 통한 침윤소화약제 소

화성능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침윤소화약제의 소화성능평가를 위한 실

규모 화재실험을 통하여 물과 침윤소화약제의 소화능력의

변별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심부화재 진압용 침윤소화약제의 기술기준인 ‘소화

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2012-57호)’

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규모 A급 목재 실험과 대흥농산 화

재사건을 야기한 목분과 왕겨를 대상으로 실험조건의 설

정 및 약제별 실험을 통해 침윤소화약제의 소화성능에 관

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부화재 피해 저

감을 위한 침윤소화약제 성능평가 기법 연구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실물화재 실험 장치 구축

Figure 1은 실험에 사용된 실험 장치로 심부화재에 대한

침윤소화약제의 소화성능평가를 위하여 제작되었다.

실험 장치는 살수부와 연소부로 구분할 수 있다. 살수부

는 소화용수 저장을 위한 100 L 소화용수탱크(①)와 소화

용수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소방펌프(②), 살수 조건의 표

준화를 위한 유량계(③)와 압력계(④), 그리고 시료 표면

에 동일한 소화용수 공급을 위한 분사노즐(⑤)로 구성된

다. 분사노즐의 경우 내부 VANE에 의한 원형분사로 전면

적에 걸쳐 균등한 유량분포를 확보할 수 있는 원형분사노

즐을 선택하였으며, 오리피스 직경 3.5 mm, 분사각 45
o
인

분사노즐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소부는 다공성 물질을 적

재하는 시료부(⑥)와 시료 내부 온도 측정을 위한 열전대

(Thermocouple, K Type, 이하, T/C로 표기, ⑦, ⑧, ⑨) 화

재구현을 위해 시료를 가열하는 가열부(⑩)로 구성된다.

시료부와 가열부는 시료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진다. 목재

의 경우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

시(2012-57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규모 A급 목재 실험

기준에 따라 시료를 적재하였으며, 헵탄을 사용하여 가열

하였다
(15)

. 목분과 왕겨의 경우 분체형태를 나타내기 때문

에 실린더형의 시료 홀더를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홀더의 직경은 60 cm, 높이 1 m이며, 하단부는 시료의 이

탈을 방지하기 위해 메쉬를 설치하였다. 또한 심부화재 구

현을 위해 장시간 가열이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에 LPG 주

물버너를 사용하여 시료 가열을 실시하였다.

2.2 실험 재료 및 약제

2.2.1 시료 조건

목재의 경우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고시(2012-57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준

비하였다. 목분의 경우 국내 사용 목재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라디에타 파인(RADIATA PINE)의 원목 목분으로

선정하였으며
(16)

, Sieve Shaker(청계상공사, CG-211-8)를

통해 체가름하여 1,000~2,000 μm의 목분으로 실험하였다.

왕겨의 경우 전북 김제에서 생산된 쌀의 도정과정에서 회

수한 왕겨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일정한 함수율 유지를 위해 80
o
C 조건의 건조기

에서 62시간 건조 후 4시간 간격으로 반복 측정하여 시료

의 질량 변화가 ± 1g이 되는 시점까지 완전 건조시켰으며,

식(1)에 의거하여 함수율을 계산한 결과 실험에 사용된 목

재는 15.8%, 목분은 10.6%, 왕겨는 6.3%의 함수율을 가

짐을 확인하였다
(12,17)

.

(1)MC = 
W

m
 − W

d

W
d

----------------------- 100×

Figure 1. The composition of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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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Moisture content [%]

Wm: Weight of sample before overdry [g]

Wd: Weight of sample after overdry [g]

2.2.2 약제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기초실험에서 사용 된 국내 · 외 시판되

는 약제 중 현재 인증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약제 3종을 통해 실험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1은

해당 약제들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낸다. 약제의 농도는 범

위값으로 사용농도가 지정된 약제의 경우 농도에 따른 실

험 오차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사용농도의 중간

값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2.3 실험방법

본 연구의 실규모 소화실험은 침윤소화약제의 소화능력

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용되던

A급 목재 실험과 목분과 왕겨를 사용한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실험은 소화가 진행될 때까지 살수를 실시하였으며 T/C

를 통해 내부 온도를 측정하여 물의 증발이 발생하는

100
o
C를 기준으로 소화여부를 판별하였다.

목재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2012-57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험 기준에 따라 적

치하였으며, 가열, 살수 시점 또한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

는 실험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15)

. 본 연구에서는 소화여

부 판단에 있어 타 시료와의 표준화를 위해 기준에 명시되

어 있는 육안으로의 소화여부를 포함하여 내부 온도 측정

을 통한 소화여부 판단을 위해 T/C를 설치하였다. T/C는

시료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하여 17.5/35/52.5 cm에 설치하

여 실시간 온도 데이터를 기록하였다. Figure 2는 A급 소

화실험에서의 T/C 위치를 나타낸다.

분체형 시료의 경우 가열에 따른 시료 소실을 고려하여

시료 높이 20 cm를 유지하였으며 버너와 시료의 간격은

30 cm로 유지하였고, LPG 주물 버너는 3열 모두 최대 개방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소화여부 판단을 위해 T/C를 설치

하였으며, 선행연구인 축소모형 실험의 T/C 위치를 고수하

되 가열원의 확대에 따라 시료 손실의 증가를 고려하여 시

료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5/8/11 cm에 설치하였다
(13,14)

. 목분

의 경우 선행 연구의 목분 밀도 0.17 g/cm
3
를 유지하였으며,

왕겨의 경우 밀도 0.076 g/cm
3
를 유지하였다. 소화용수의

살수 시점은 김진수의 연구결과에서 왕겨의 경우 심부화재

구현 시 290
o
C의 내부온도를 유지함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기초하여 심부화재 구현 이후 T/C가 290
o
C에 도달할 때 살

수를 실시하였으며
(12)

, 목분 또한 같은 방법으로 심부화재

전이 온도를 측정하여 190
o
C에서 소화용수를 살수하였다.

Table 2는 실험의 공통 조건을 나타내며, Figure 3은 실

험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실험은 3회 반복 시행하였으며 살수 직전 온도의 표준

편차가 T/C 2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T/C 2를 기준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Extinguishing Agents that are Used in the Experiment

Wetting agent
Experimental

concentration [%]

Recommended

concentration [%]

Surface tension

[mN/m]

Viscosity after

dilution [cP]

Wetting agent A 0.75 0.5~1 31 1.036

Wetting agent B 0.55 0.1~1 34 1.017

Wetting agent C 1.00 1 26 1.027

Figure 2. The position of thermocouple on the A class fire

extinguishing test.

Table 2. The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e Scale Model Experiment

Division Experimental condition Division Experimental condition

Temperature 278 ± 3 K Humidity 50 ± 5%

Pressure 1 atm Flow rate of fire water 4.5 L/min

Height of injection 1 m Angle of injection pattern (nozzle) 4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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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실험결과

3.1 목재 실험결과

Figure 4는 목재에서의 살수 시점이후 T/C 2의 온도 데

이터를 나타낸다. 소화 시점을 물의 기화점인 100
o
C를 기

준으로 하였을 때, 침윤소화약제들의 평균 소화시점은 살

수 후 241.7초로 확인되었으며 목재 구조의 무너짐은 발

생하지 않았다. 물의 경우 측정 시간 내에 소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살수 후 310초 시점에 목재 구조의 무너짐

이 발생함으로써 소화용수의 살수에 의한 소화는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3.2 목분 실험결과

Figure 5는 목분에서의 살수 시점이후 T/C 2의 온도 데이

터를 나타낸다. 소화 시점을 물의 기화점인 100
o
C를 기준으

로 하였을 때, 침윤소화약제들의 평균 소화시점은 살수 후

161초로 확인되었으며 물의 경우 살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온도상승이 발생함으로써 소화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3.3 왕겨 실험결과

Figure 6은 왕겨에서의 살수 시점이후 T/C 2의 온도 데이

터를 나타낸다. 소화 시점을 물의 기화점인 100
o
C를 기준으

로 하였을 때, 침윤소화약제들의 평균 소화시점은 살수 후

115초로 확인되었으며 물의 경우 살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온도상승이 발생함으로써 소화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4. 고 찰

Table 3은 T/C 초당 데이터들의 차를 통해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 즉 소화용수가 T/C에 도달하는 시

Figure 3. The flow chart of the scale model experiment.

Figure 4. Real-time T/C 2 temperature data in wood crib. Figure 6. Real-time T/C2 temperature data in rice husk.

Figure 5. Real-time T/C 2 temperature data in wood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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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표면으로부터 T/C까지의 거리를 통해 침투속도를 산

출한 결과를 나타낸다.

목재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소화용수 살수와 동시에 T/C

의 온도변화가 발생하며 목재 실험을 통해서는 침투성능

에 대한 성능평가가 어려움을 의미한다. 분체형 시료의 실

험결과 목분과 왕겨 모두 물을 소화용수로 사용 시 소화용

수가 T/C에 도달하지 못하여 T/C에서 명확한 온도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심부화재를 소화하지 못함을 확인하

였다. 목분의 경우 침윤소화약제는 0.088 cm/s, 왕겨의 경

우 210 cm/s를 나타냄으로써 목분에서 가장 느린 침투속

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분체의 입도와 재료 자체의 발수도

및 흡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량 Q는 식(3)에 의해 산출된다.

Q = c × m × ΔT (3)

여기서 c는 물체의 비열, m은 물체의 질량, ΔT는 온도

변화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소화 효율을 산정하기 위

해 소화용수 살수 시작시점의 물체의 열량을 기준으로 시

간에 따른 열량의 비를 측정하였다. 같은 실험에 사용되는

재료와 열원, 가열시간은 동일하므로 시간에 따른 재료의

비열과 질량 변화가 모든 실험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열량의 시간에 따른 적분 값은 온도를 변수로 하는 함수로

정의된다. 이때 T/C의 온도가 물체 전체의 온도를 대변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목재의 경우 물의 실험결과에서

무너짐이 발생하여 무너짐이 발생하기 이전(살수 후 300

초)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결과를 산출하였다. 즉, 소

화효율은 식(4)에 의해 산출된다.

Extinguishing Efficiency (%)

(4)

여기서 QE는 실험 결과의 열량이며, QT은 살수 시점의

열량이다. ΔTE는 시료의 최초 온도(T0, 25
o
C) 대비 실험

결과 온도(TE)의 증가량을 나타내며, ΔTT는 시료의 최초

온도(T0, 25
o
C) 대비 살수 시점의 온도(TT)의 증가량을 나

타낸다.

소화 효율은 살수 시점 열량의 적분 값 대비 어느 정도

의 열량 감소가 발생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기

서 열량의 비는 분자항와 분모항의 비열과 질량 소거를 통

해 온도의 비와 같다. 따라서 소화 효율은 살수 시점 온도

의 적분 값을 기준으로 실험의 온도 데이터 적분 값만큼으

로의 온도 감소율을 나타낸다. 즉, 소화효율이 100%에 근

접할수록 실험 시 소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급격한 온도감

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소화가 이루어지

지 않고 살수 이후에도 온도 상승이 발생함으로써 실험의

온도 데이터 적분 값이 살수 시점 온도의 적분 값을 넘어

서는 경우 소화 효율은 (−)값을 가지게 된다.

Figure 7은 실험데이터에 기초하여 산출된 다공성 물질

별 소화용수에 따른 소화효율을 나타낸다. 목재의 경우 약

제 평균 소화효율은 57.3%를 나타냈으며, 물의 소화효율

은 12.5%를 나타냈다. 목분의 경우 약제 평균 소화효율은

32.5%를 나타냈으며, 물의 소화효율은 −2.8%를 나타내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살수 이전의 온도보다 온도가 상승함

을 확인했다. 왕겨의 경우 약제 평균 소화효율은 50.8%를

나타냈으며, 물의 소화효율은 −4.4%를 나타내어 목분의

경우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살수 이전의 온도보다 온

= 1 − 
Q

E
dt∫

Q
T
dt∫

--------------
⎝ ⎠
⎜ ⎟
⎛ ⎞

100×

= 1 − 
c m× ΔT

E
dt∫×

c m× ΔT
T
dt∫×

-----------------------------------
⎝ ⎠
⎜ ⎟
⎛ ⎞

100×

= 1 − 
c m× T

E
 − T

0
( )dt∫×

c m× T
T
 − T

0
( )dt∫×

------------------------------------------------
⎝ ⎠
⎜ ⎟
⎛ ⎞

100×

Table 3. The Experimental Result of Penetration Rate

Fire fighting water Wood crib Wood flour Rice husk

Wetting agent A 40 cm/s 0.109 cm/s 0.256 cm/s

Wetting agent B 40 cm/s 0.080 cm/s 0.216 cm/s

Wetting agent C 40 cm/s 0.075 cm/s 0.157 cm/s

Average of agents 40 cm/s 0.088 cm/s 0.210 cm/s

Water 40 cm/s Inextinguishable Inextinguishable

Figure 7. Extinguishing efficiency result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method and fir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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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상승함을 확인했다. 약제평균과 물의 소화효율 차는

목재에서는 44.8%를 나타내며, 목분 35.3%, 왕겨 55.2%

를 나타낸다. 이는 목분과 왕겨와 같은 분체형 다공성 물

질의 경우 살수 시점부터 열원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소화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다공성 물질 별 살수 시

점의 온도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다

공성 물질별 침윤소화약제 사용 여부에 따른 소화성능이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실규모 화재실험을 통한 소화성

능의 판단 또한 충분히 변별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실화재 실험을 통하여 목재와 목분, 왕겨를 대상으로 침

윤소화약제의 소화성능평가를 진행하여 T/C 온도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소화용수 도달 시간을 토대로 침투속도를 분석한 결

과 목재의 경우 침투성능 확인이 어려우며 분체형 다공성

물질에서 침투속도 산출이 가능하였고, 물의 경우 약제가

내부로 침투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물을 소화용수로 사용 할 경우 분체형 다공성 물질

에서의 소화효율이 음의 값을 가지며, 목재 또한 소화용수

의 지속적인 살수에도 불구하고 800
o
C를 유지함으로써 소

화용수 살수 이후에도 심부화재가 소거되지 못함을 확인

하였다. 반면, 침윤소화약제를 첨가할 경우 모든 시료에서

소화효율은 월등히 높아짐을 확인 하였다.

(3) 물과 약제의 소화효율 차는 목재에서 44.8%, 목분에

서 35.3%, 왕겨에서 55.2%를 나타냄으로써 왕겨에서 가

장 큰 차를 나타냈으며, 가장 낮은 목분의 경우 살수 시점

의 온도와 침투시간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4) 분체형 다공성 물질을 사용한 성능평가 시 침투속도

산출을 통한 침투성능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소화성능

또한 기존 A급 목재실험과 유사한 결과 도출이 가능함으

로써 침윤소화약제 성능평가의 경우 분체형 다공성 물질

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결과 도출이 가능함을 실험

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최적화 침윤소화약제 성

능평가 방법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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