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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are various studies on the fire suppression process but the study on second pollution from fire products is not enough 
yet. Therefor, in this study verify that environmentally-friendly properties(LC50) of foam extinguishing agent with increases its amount 
used through with Fish-Acute Toxicity Test using a fish named Misgurnus anguillicaudatus that is appointed by OECD Test Guideline. In 
conclusion, proven that environmentally friendly properties of the agent of hoseo university through 16 times of LC50 than that of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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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재의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시 전파 

및 열전달에 의해 그 피해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화
재의 발생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액은 화재발생 건

수에 비해 매우 크다1). 
화재진압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

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수계 소화약제와 가스계 소화약제

로 분류된다. 화재의 효과적 소화활동을 위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나 소화설비에는 주로 물과 포소화약제

를 이용하거나 가스계 소화약제를 사용한 질식 효과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한 다. 특히, 포소화약제는 물을 사

용하는 소화약제로 효과가 미미하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

험성이 있는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에 활용된다. 
포 소화약제는 일정한 비율로 물과 혼합하여 기포의 

집합체가 연소물의 표면에 점착하여 질식소화를 돕고 

기포에 함유된 수분에 의해 냉각소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하지만 화재진압시 사용한 포소화약제는 개별적으

로 처리되지 못하고 하수도나 하천 등의 수계를 통하

여 방류되게 된다. 이는 화재진압에는 성공적으로 사

용되었으나 2차적인 오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포는 일반적으로 화학약품의 혼합물들이며 포을 

생성하는 세제는 야자유, 팜유, 미강유를 활용하여 생

산되고 있는 친환경 세제를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의 진행이 미흡한 포소화약

제의 어독성에 관련된 어류급성독성시험을 목적으로 

화재진압에 사용된 소화약제의 하천 및 하수도의 방류

로 인해 생기는 오염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 사용되고 있는 포소화약제를 대상으로 

어류급성독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2. 실험

2.1. 실험 약제

본 연구에서 사용할 포소화약제는 총 5가지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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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am extinguishing agents used in this study.

C는 현재 판매, 사용되고 있는 약제를 선택하였으며 

D, E는 호서대가 개발한 약제를 사용하였다. D의 약제

는 물과 Sodium phospate의 혼합물이며, E의 약제의 경

우 물과 Sodium phosphate, Urea, Citric acid의 혼합물이

다 이는 포 효과를 내기 위해 코코넛오일로 생산된 친

환경세제와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포소화약제는 액체상태의 약제이며 물과 혼합하여 사

용하는 약제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인 A의 약제의 경우 고동

색의 암모니아향이며, B의 약제의 경우 흰색이며 무취

이다. 또한 C의 약제의 경우 노란색과 암모니아 향을 

지니고 있으나 00대에서 개발한 약제의 경우 A, B, C
의 약제와 달리 무색, 무취이다.

2.1. 시험 준비

포소화약제의 경우 원액을 물에 3% 희석시켜 사용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시험에 각 % 별로 희석

액을 사용하였다. 시험어종으로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est 
Guidlines에서 정의 하는 잉어(Cyprinus carpio), 송어

(Oncorhynchus masou), 송사리(Oryzias latipes), 미꾸리

(Misgurnus anguillicaudatus) 중 국내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를 사용하였다3). 
이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생태영향 시

험분야 - 어류급성독성 시험 규격에 의거하여 환경영

향을 실험하였으며, 시험에 사용한 미꾸리는 이하 공

시어라 명한다.

2.2. 어류의 순화

시험 전 12일 이상 실험실의 환경에 공시어인 미꾸

리를 12~16시간 조명과 21~24℃의 온도를 유지해주었

다4). 또한 용존산소량(Dissolved Oxygen)과 pH, 생물학

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는 Table 1.
의 하천수질환경기준에 기인하여 공시어인 미꾸리가 

생존에 필요한 3등급수에 맞추었다5-7). 

이는 미꾸리가 생존하는데 가장 낮은 급수의 수질이

Table 1. Standard of water quality of river 

class
Standard

pH BOD
(㎎/ℓ)

SS
(㎎/ℓ)

DO
(㎎/ℓ)

Ⅰ 6.5~8.5 1under 25under 7.5over

Ⅱ 6.5~8.5 3under 25under 5over

Ⅲ 6.5~8.5 6under 25under 5over

Ⅳ 6.0~8.5 8under 100under 2over

Ⅴ 6.0~8.5 10under No waste 2over

*Environment white paper, 2004 

며 1등급수와 2등급수에서는 생존율이 높다고 판단하

여 공시어 생존에 가장 낮은 등급수를 선택하였으며 

하천 등 수계에서의 평균적 수질등급이 3등급이므로 

이를 어류 순화에 사용하였다.
시험개시 24시간 전까지 일일 1회의 먹이를 주었다. 

순화과정 중 7일안에 치사율이 10%이상이면 사용군의 

전부를 폐기하였으며 5~10%이면 다시 7일간 사육을 

한 후 판정하였다. 이는 공시어가 시험에 사용될 물이 

3등급수의 생존에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육기간을 연장하여 순화과정을 거치게 하였으며, 치
사율이 5% 이하이면 시험에 사용하였으며 외관상 상

처가 없는 공시어만 사용하였다8). Fig. 2는 공시어의 

순화과정이며, Fig. 3은 순화과정을 거친 후 시험에 사

용된 길이 2.0㎝ ~ 3.0㎝의 공시어이다.

2.4. 시험방법

어류를 일정조건하에서 시험물질에 처리한 후 96시간

동안 관찰하여 처리한 어류의 50%가 치사하는 농도(96
시간, LC50)를 구하는 것으로써 이때 시험물질의 적절한 

농도범위를 알기 위해 예비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시험 실시하였다9,10). 시험환경은 공시어 

무게와 시험수의 비율은 최대투여량(Maximum loading)

Fig. 2. The experiment uses for fishes.



포소화약제의 어류급성독성 시험을 통한 환경독성 검증

한국안전학회지, 제30권 제4호, 2015년 53

Fig. 3. The experiment uses for fishes.

이 1.0g/ℓ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치사의 판정은 건드

려도 움직임이 없거나 아가미 호흡이 중단된 경우 사망

으로 판정하였다.

2.4.1 예비시험

실험물질의 농도는 0.1, 1, 10, 100㎎/ℓ의 4단계로 

처리하고, 48시간동안 농도당 5마리를 처리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으며 시험기간 동안에는 먹이를 투여하지 

않았다. 또한, 지수식 실험(Static test)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간 동안 실험용액을 교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

험을 실시하였으며 예비실험을 실시하는 도중 실험환

경의 변화가 없도록 하였으며 대조군을 두어 실험환경

에 따른 치사어의 유무 또한 측정하였다.

2.4.2. 본시험 

예비시험을 기초로 하여 100%영향농도와 무영향 농

도 사이에 적어도 5개 이상 부분의 농도를 대수등간격

으로 정하는 데 공비는 2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

였다. 만일 100㎎/ℓ에서 50%이하의 영향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대조군과 100㎎/ℓ농도에서 시험하여 영향이 

50%이하이면 LC50값을 100㎎/ℓ이상으로 하였다11). 

Fig. 4. The concentration of each placemen.

Fig. 5. The characteristics of fishes died publicly conducted 
experiments.

한 농도당 7마리 이상을 처리하였으며 독성시험기간 동

안 24시간마다 대조군, 최저농도, 최고농도에서 수온, 
pH, 용존산소량을 측정하여 일정하게 유지해 주었다. 
96시간동안 매일 관찰하여 치사어와 독성증상을 기록

하고, 치사어는 기록 후 곧바로 제거하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실험결과

예비실험과 본시험을 총 6회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본 실험에 있어 대조군의 모든 

공시어는 생존하였으며, 이는 공시어의 생존상태가 시

Table 2. Test result of Fish-Acute Toxic

A B C D E

㎎/ℓ arrival ㎎/ℓ arrival ㎎/ℓ arrival ㎎/ℓ arrival ㎎/ℓ arrival

0.70

7

0.50

7

0.64

7

10.80

7

10.80

7

0 7 7 7 7

0 0 0 0 3

0 0 0 0 3

0.66

7

0.44

7

0.59

7

10.60

7

10.60

7

7 7 7 7 7

0 0 0 0 5

0 0 0 0 5

0.57

7

0.39

7

0.54

7

10.20

7

10.20

7

7 7 7 7 7

6 2 7 0 7

6 1 7 0 5

0.48

7

0.34

7

0.50

7

9.80

7

9.80

7

7 7 7 7 7

7 7 7 7 7

6 7 7 7 7

0.39

7

0.30

7

0.30

7

9.50

7

9.50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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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사용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공시어(미꾸리)에 의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망으로 판정된 공시어의 경우 A의 약제는 아가미

와 내장기관이 파열됨을 볼 수 있었으며 B의 약제의 

경우 아가미 부위에 수포가 생겼으며, C의 약제의 경

우 환경오염의 판단기준으로 인용되고 있는 공시어의 

척추부분이 휨을 발견 할 수 있었다. D의 약제의 경우 

일반적인 공시어의 분비물이 점액이 다량 발견되었으

며 E의 약제의 경우 치사어의 별다른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2는 어류 급성독성시험을 결과로써 D, E의 약

제는 0.2㎎/ℓ 차이를 주었을 때 치사어 수의 변동이 

있었으며 A, B, C사의 약제의 경우 0.04㎎/ℓ~0.09㎎/ℓ
의 차이를 주었을 때 치사어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미

량의 포소화약제에도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사료

되며 A, B, C사의 약제의 경우 공시어의 외형적 변화

를 발견하였고 D, E의 약제의 경우 외형적 변화는 발

견되지 않았다. 현재 판매,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 환경

에 대한 오염정도가 A, B의 약제에 비해 독성이 강하

다고 사료된다.

3.2. 분석

본 연구에서 판매, 사용되고 있는 포소화약제 3종류

와 00대에서 개발한 2종의 약제의 LC50값과 실험에 사

용된 공시어중 치사어의 외형을 관찰하였다. 
Table 3은 Table 2의 결과로 96시간동안의 LC50값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이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A, B, 
C사의 약제가 ΟΟ대가 개발한 약제에 비해 약 16배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치사어의 경우 실험 실시와 

동시에 돌발적인 행동이나 비틀림회전 등의 행동 특이

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험에 사용된 A, B, 
C의 약제는 빠른 시간 내 공시어에 피해나 손상을 입

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행동이 둔화되거나 호흡곤

란 증세를 보이는 등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으

로 보아 단시간에 주는 피해와 더불어 장기적인 측면

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LC50 of fire extinguishing agent

96Hrs LC50(㎎/ℓ)

A 0.62

B 0.37

C 0.56

D 10.10

E 10.72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를 통하여 포소화약제의 어류급성독성시험

을 수행하여 포소화약제의 2차적 오염을 비교 검증하

였다.
공시어의 외관상 변화는 각 약제마다 다른 점을 나

타내었으나 이는 소량의 실험으로 이를 입증할 수 없

다고 판단되나 미량의 약제에 의해 환경오염의 지표인 

외관상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약제의 위

험성은 입증되었다. 
또한, 어류급성독성시험을 통해 시중에서 판매, 사

용되고 있는 약제 보다 호서대에서 개발한 약제가 약 

16배 정도의 LC50 이 확인되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

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포소화약제의 독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

었으며 화재진압에 사용된 소화약제의 2차적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화재진압

에 사용된 포소화약제의 친환경적 처리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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