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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최근 국내외 으로 인화성 액체 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 탱크 내의 일정한 압력 유지와

천재지변 는 인 인 화재로 인한 기 화재 진화

기술들이 지속 으로 개발되고 있다 재 원유 장. ,

탱크 내의 일정한 압력조 과 기 화재 진화를 해

표 으로 리드 밸 가 사용되고(breather valve)

있으며 리드 밸 의 주요 역할은 원유 장 탱크,

내의 압력과 기압과의 사이에 차가 발생하 을 때

기를 탱크내로 흡입하거나 는 탱크내의 압력을

밖으로 방출해서 끈임없이 탱크 내부를 기압과 평형

을 이룬 압력으로 유지하며 화재 시에 화염방지장치,

가 작동하여 기 화재를 진화시켜 원유(frame arrester)

장 탱크를 보호하는 밸 이다 에서는 원유. Fig. 1

장 탱크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유 장 탱크의 지붕에 리드 밸 가

설치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리드 밸 는 원유 장.

탱크의 압력을 일정하게 조 하는 압력진공 조 부와/

화재 발생 시에 화재가 탱크 내부로 파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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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breather valve with a water mist system for use near an oil storage tank. Our

process applied a water mist system to the flame arrester to evaluate the fire suppression characteristics. For the

fire suppression evaluation of the water mist system, we evaluated the angle of the nozzle, fire suppression,

spray particle size, flashback, fire suppression time, and fire suppression test of antifreeze. Through the fire

suppression test, the best fire suppression nozzle used an angle of 140 °, and the flashback phenomenon of

flame arrester did not occur. The fire suppression time of water mist system time was within three seconds, and

the antifreeze was no problem with the fire suppression.

Key Words : Flame Arrester 화염 지장치( ), Water Mist System 미분무시스템( ), Fire Suppression 화재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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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il storage tank structure and breather valve

막는 화염방지장치부로 구성되어 있고 재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국내외 원유 장탱크에는 화재 발생․

시에 기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미분무 시스템이

없는 상태이다 미분무 시스템을 용하여 다양한 화.

재를 효과 으로 진화하기 해 각 분야에서 용성을

높이기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0].

본 논문에서는 원유 장 탱크에 사용되고 있는 인12

치 규격의 리드 밸 개발에 한 것이며 화염방지,

장치에 미분무 시스템을 장착하여 화재 진화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미분무 시스템의 화재 진화 평가는.

노즐의각도와형태에따른미분무 화재진화시험 미분,

무 노즐의 분무입경 화염방지장치의 역화 화재 진화,

시간, 부동액의 화재 진화 시험 등을 통하여 미분무 시스

템의 화재 진화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 다.

화염방지장치 미분무 시스템의2.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 개발될 미분무 시스템이 장착된 리드

밸 의 구조와 차원 형상을 에 나타내고 있다3 Fig. 2 .

리드 밸 의 설계 기 은 원유 장 탱크 용량 88,992

기 을 용하여 규격으로 설계되었으며BBL 12“ ,

압력은 에서부터 까지 조 할 수 있도0.002bar 0.07bar

록 리드 밸 가 설계되었다[11].

에서는 규격으로 설계된 리드 밸 의Fig. 3 12“

화염방지장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화염방지장치는 화,

염방지장치 몸체 화재 시에 탱크 내부로의 역화를,

방지하는 엘리먼트 엘리멘트 뱅크 상하 화(element), , ․

염방지장치 몸체를 조립하는 스터드 볼트 등으로 구성

된다 화염방지장치 몸체는 화재나 탱크 내부의 고압.

을 견디기 해 주조 재질로 선정A216-WCB(ASTM)

하 다.

에서는 화염방지장치에서 화재 발생 시에 가장Fig. 4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규격의 리드 밸 에12“

사용되는 엘리먼트의 제작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리드 밸 체에서 엘리먼트는 가연성 기체와 공기의

혼합물이 화 되었을 때 연소되는 기체 혼합물에서,

발생하는 열을 엘리먼트가 흡수 발산시켜 반 쪽에

있는 가연성 기체가 자연 발화 온도에 오르지 않도록

연소 온도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가열된 높은 열을 가진 가스가 엘리먼트를 통과 하면서

열을 엘리먼트의 셀 벽에 부딧 서 열이 낮아지는 역할

을 수행한다 엘리먼트는 스테인 스. 316LSS(ASTM)

의 얇은 박 을 사용하며 삼각뿔 형태로 밴딩하1mm ,

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형형태로 감기게 된다.

에서는 미분무 시스템의 구조도를 나타내고Fig. 5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분무 시스템은 크게. ,

약재실린더 볼밸 미분무 노즐고정바디 미분무노, , ( ,

즐 라스벌 피스톤 등으로 구성된다 약재실린더, , ) .

는 용량으로 설계하 으며 의 물과 공기 를3 , 2 1ℓ ℓ ℓ

의 압력으로 충진할 수 있는 용기로 설계하 다8bar [8].

미분무 시스템의 약제실린더는 화염방지장치의 외벽

에 부착되며 미분무부는 화염방지장치의 내부에 치,

하게 된다.

Fig. 2 Schematic diagramand 3D view of breather valve

Fig. 3 Section view of flame arr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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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manufactured element

Fig. 5 Schematic diagramof watermist system

(a) Frame arrester (b) Breather valve

Fig. 6 The assembled flame arrester and breather valve

미분무 시스템의 작동원리는 화염방지장치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 을 때 엘리먼트 표면에서, 300~350mm

의 높이 범 에 설치된 미분무부에 장착된 라스벌

내부의 액체가 팽창하면서 라스벌 가 괴되어

미분무수가 분사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에서는. Fig. 6

규격으로 제작된 화염방지장치와 미분무 시스템12“

이 장착된 리드 밸 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화염방지장치 미분무 시스템의3.

성능평가 시스템 성

화염방지장치에 장착된 미분무 시스템의 성능평가

를 해 개 노즐의 분사각도를 다르게 하여 분무각도5

와 분무 유량을 우선 으로 시험하 다 개 노즐의. 5

분사각도에 따른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화염방지장치

에 용할 개의 미분무 노즐을 선정하여 화염방지장1

치의 화재 시에 엘리멘트 내부의 화재의 질식 소화성,

능을 실증시험으로 용하고자 하 다.

에서는 화염방지장치와 미분무 시스템의 성능Fig. 7

평가를 한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와 로 가스를 혼합하, LPG( )

여 화재를 임의 으로 발생시켜 화염방지장치의 내부

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미분무 노즐의 라스벌 의

괴에 의해 미분무 시스템이 작동하여 화재가 진화되

는 시스템으로 구성되도록 설계하 다 에서는. Fig. 8

화염방지장치와 미분무 시스템의 성능 시험기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화염방지장치와 미분무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한

시험 조건으로는 무풍상태에서 진행하 고 시험용,

가스는 화염방지장치의 최 실험안 틈새(maximum

experimental safe gap, MESG 미만의 수치에) 0.5mm

따라 아세틸 가스순도 이상과 가스농도99%

의14.0±0.5% 가스를 선택하여 실험하 다LPG .

시험장비 탱크의 내부압력을 50mmH2 으로 유지되O

게 공기를 일정하게 공 하 으며 시험장비의 화재,

시험 순서로는 가스와 공기의 혼합가스가 공 되면

화장치를 작동시켜 화를 한다 그리고 소화가 완.

료되면 밸 를 잠그고 간 계속 혼합가스를 공 한10

다 가스밸 를 잠그고 공기는 분간 공 하여 탱크내. 1

부의 잔류가스를 제거한 후 실험을 완료하 다.

소화시간은 라스벌버가 열에 의해 손되어 밸

가 오 되어 소화약재가 미분무 노즐로 방사되는 시간

부터 측정하 다.

Fig. 7 Schematic diagram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flame arrester andwaterm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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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Testequipment forperformance evaluation of flame

arrester andwatermist system

미분무 시스템이 장착된4.

화염방지장치의 화재 진화 특성

4.1 노즐의 각도 형태에 따른 미분무 특성

미분무 시스템이 장착된 화염방지장치의 화재 진화

특성 평가를 해 본 연구에서는 미분무 시스템에 장착

되는 노즐 형태에 따라 노즐 끝단부의 분사각도를 90°,

등으로 개의 노즐의 화염방지장치110°, 120°, 140° 5

내부의 분무각도와 분무 유량을 우선 으로 시험하 다.

에서는 노즐의 각도와 형태에 따른 유량의Table 1

시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시험된 노즐의 유량 시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에서부터 최1LPM

까지 유량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LPM .

에서는 시험된 미분무 노즐의 각도와 형태에Fig. 9

따른 분사각도를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다 에. Fig. 9(a)

서는 노즐 의 분사각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노즐 의1 , 1

제작 각도는 로 제작되었으나 화염방지장치에 장90° ,

착하여 미분무 노즐 시험 평가에서는 분사각도가 30°

도로 분사되어 화재 진화 시험이 부 합한 것으로 단

하 다.

에서는 노즐 의 분사각도를 나타내고 있으Fig. 9(b) 2

며 노즐 의 제작 각도는 로 제작되었다 미분무, 2 90° .

노즐 시험 평가에서는 분사각도가 도로 분사되어90°

미분무 분포도는 양호하 지만 분사각도는 다소 부족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서는 노즐 의 분사각도를 나타내고 있으Fig. 9(c) 3

며 노즐 의 제작 각도는 로 제작되었다 미분무, 3 110° .

노즐 시험 평가에서는 분사각도가 도로 분사되어110°

분사각도와 미분무 분포도가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에서는 노즐 을 사진과 같이 방사형으로Fig. 9(d) 1

개의 노즐을 결합하여 노즐 의 제작 각도는 로3 4 120°

제작하 다 미분무 노즐 시험 평가에서는 분사각도.

가 도로 미분무 분사각도는 양호하 으나 미분무120° ,

분포도는 다소 부 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1Watermistresult according to the nozzle angleand

shape

Nozzle

No.

Center

hole(mm)

Pressure

(bar)

Flow rate

(LPM)

Nozzle

angle(°)
Image

1 Ø1.5 8 1 90

2 Ø1.5 8 1.9 90

3 Ø1.5 8 1.8 110

4 Ø1.5 8 3 120

5 Ø1.5 8 1.8 140

(a) 30° (b) 90°

(c) 110° (d) 120°

(e) 140°

Fig. 9 Injection angle according to the nozzle angle an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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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노즐 의 분사각도를 나타내고 있으Fig. 9(e) 5

며 노즐 의 제작 각도는 로 제작되었다 미분무, 5 140° .

노즐 시험 평가에서는 분사각도가 도로 분사되어140°

시험된 노즐 에서는 분사각도와 미분무 분포도가

가장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사각도와형태가다른 개의미분무노즐의시험결과에서5

는 시험된 노즐 을 제외한 노즐 에서부터 노즐 까지의1 2 4

노즐을화재방지장치의화재진화시험을실시하기로하 다.

4.2 노즐 각도 형태에 따른 미분무 화재

진화 특성

노즐 각도에 따른 미분무 화재 진화 특성은 의4.1

노즐 각도에 따른 미분무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된

노즐 개를 사용하여 화재 진화시험을 실시하 다4 .

에서는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미분무 시스템Table 2

의 노즐의 각도와 형태에 따른 화재 시험에서 측정된

유량과 화재 진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화재 시험.

시에 혼합가스는 일반 인 가스 화재 시험 시에 용되

는 공기 1,000 의 유량으로 시험되SCFH, LPG 43SCFH

었다. 시험된 개의 노즐의 유량은 최소 에서부4 1.9LPM

터 최 까지 유량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2.8LPM

수 있었다.

에서는Fig. 10 노즐 각도와 형태에 따른 미분무 화재

진화시험결과를사진으로나타내고있다. 에서는Fig. 10(a)

노즐 분사각도 의 화재 진화 결과를 나타내고2( :90°)

있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분무의 분포도는,

양호하나 미분무의 분사각이 좁아 모서리부분까지

미분무가 화염방지장치의 내경 모서리부까지 침투하

지 못하여 화염을 질식냉각 시키지 못하 다 내경.

체를 폐 시키지 못함으로써 틈새를 통해 화염에

지속 으로 산소가 공 되고 화재 진화가 불가하 다.

에서는 노즐 분사각도 의 화재 진화Fig. 10(b) 3( :110°)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분무의 분포도가 양호하여 화재 진화에는 성공하

지만 화재 진화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노즐의 분사각,

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단하 다.

에서는 노즐 분사각도 의 화재 진화Fig. 10(c) 4( :120°)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염방지장치 내경 체를 폐 시키지 못함으로써

틈새를 통해 화염에 지속 으로 산소가 공 되고 화재

진화가 불가하 다.

에서는 노즐 분사각도 의 화재 진화Fig. 10(d) 5( :140°)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able 2Fire suppression test resultof thewatermist system

according to the nozzle angle and shape

Nozzle

No.

Flow rate

(LPM)

Pressure

(bar)

Gas mixture
ResultAIR

(SCFH)

LPG

(SCFH)

2 1.9 8 1,000 43 Failure

3 2 8 1,000 43 Success

4 2.8 8 1,000 43 Failure

5 2 8 1,000 43 Success

(a) 90° (b) 110°

(c) 120°

(d) 140°

Fig. 10 Fire suppression test of the watermist system

according to the nozzle angle and shape [12]

시험된 개의 노즐 에서는 화염방지장치의 내경4

체 폐 분사각도 화재 진화시간 등의 요구사항을, ,

만족 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염.

방지장치의 화제 시험 시에 진화되는 시간은 10

이내로 규정하 으며 시험된 노즐 에서의 화재 진화, 5

시간은 약 로 측정되었다4.2 .

미분무 노즐의 분무입경4.3

에서는 미분무 노즐 의 정성 인 분무입경을Fig. 11 5

측정하기 한 노즐과 측정 조건을 사진으로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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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Test nozzle and height of particle size of spray

Table 3 Test result of particle size of spray

Injection

pressure

(bar)

Height

(mm)

Radius

(mm)

Mean

velocity

(m/s)

SMD

( )㎛

0.8 300 0 7.31 128.6

있다 미분무 노즐 의 분무입경 측정 시험의 조건으로. 5

작동유체는 상온 의 청수를 사용하 으며 분사압20 ,℃

력은 로 분사하 다 측정 치는 분사노즐 출0.8 MPa .

구로부터 수직으로 떨어진 분무 제트의 심에300mm

서 측정하 다.

에서는Table 3 미분무 노즐 의 분무입경 측정 결과5

를 나타내고 있고 미분무 입자의 표면 으로부터 산,

출된 평균입경 은(Sauter Mean Diameter, SMD) 128.6㎛

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에서. NFPA 750 Class 1

규정하고 있는 이하로 미분무수 소화노즐의200㎛

요구 성능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13,14].

4.4 화염방지장치의 역화 및 화재(flashback)

진화 시간

화염방지장치의 내부 화재 시에 탱크 내부로의 역화

여부를 단하기 해 역화시험을 실시하 으며, Fig.

에서는 화염방지장치의 역화시험 구조도를 나타내12

고 있다 역화시험은 투명 라스틱 백. (transparent plas-

에 혼합가스tic bag) (공기 1,000 를SCFH, LPG 43SCFH)

일정하게 주입한 후 화재를 발생시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명 라스틱 백이 압력에 의해 폭발 함으

로써 터짐격막 부의 라스틱 필름(bursting diaphragm)

의 손상여부에 따라 화재의 역화여부를 평가하 다.

사용된 라스틱 백의 직경은 길이1,200mm, 2500mm

두께 로 시험되었다0.05mm .

에서는 화염방지장치의 역화시험 결과를 사Fig. 13

Fig. 12 Schematic diagram of flashback test

(a) Before

(b) After

Fig. 13 Flashback test result of frame arrester

진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화. ,

시험 과 후에 터짐 격막부의 라스틱 필름의 손상이

없어 화염방지장치의 화재 시에 역화 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분무 시스템이 장착된 화재방지장치의 내부 화재

발생 시에 진화 시간을 측정하기 해 에서Fig. 14

보는 바와 같이 열 개를 엘리먼트 표면으, K-type 2

로부터 상단 앙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에50mm

내부 온도를 측정하 다 에서는 시험된 미분무. Fig. 15

시스템의 노즐과 화염을 감지하는 라스벌 의 사진

을 나타내고 있다. 시험에 사용된 라스벌 는 화재

온도가 이상에서 열되어 닫 진 배 라인을90℃

시켜 미분무 약제가 방출하게 된다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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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Fire suppression test of watermist system

Fig. 15 Nozzle and glass bulb

Fig. 16 Fire suppression time result of watermist system

Table 4 Fire suppression test result of antifreeze

(a) (b)

Fig. 17 Fire suppression test of antifreeze

에서는 미분무 시스템의 화재 진화 시간 결과Fig. 16

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

후 화염방지장치의 내부 온도는 1,000 이상으로℃

상승 하 으며 화 후 약 후에 라스벌 가12

괴되어 미분무 시스템이 작동하 다 미분무 시스템.

의 작동으로 약 이내에3 화염방지장치의 내부의

화재가 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액의 화재 진화 특성4.5

미분무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화약재는 순수한 물로

구성되어 있어 추운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미분무 시스

템의 실린더가 동 될 험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방지

하기 해 부동액을 희석하여 화염방지장치의 진화

특성을 시험하 다 부동액 시험은 까지 얼지. -26℃

않는 부동액으로 희석비율 부동액 물 로6:4( 40%, 60%)

혼합하여 미분무 시스템의 소화 약제로 사용하여 시험

하 다.

에서는 부동액의 화재 진화 시험 결과를 나타Table 4

내고 있으며 에서는 사용된 부동액과 화재가, Fig. 17

진화된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화재 진화 시간은. Fig.

의 결과와 비슷한 이내에16 3 화염방지장치의 내부

의 화재가 진화됨을 확인하 고 부동액 소화 약제의,

경우 화재 진화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5.

본 논문에서는 원유 장용 탱크의 내부 압력조 과

화재 발생 시에 기 화재 진화 역할을 수행하는 12“

리드 밸 를 제작하 으며 리드 밸 의 화재 시,

에 기 화재 진화를 해 화염방지장치에 미분무 시스

템을 용하 다 미분무 시스템의 소화제 분사 시에.

분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노즐의 각도에 따른

분사 시험과 화재 진화 시험을 하 다 차 시험된. 1

결과를 토 로 최종 사용된 노즐의 분무입경을 측정하

으며 화염방지장치의 역화시험 화재 진화 시간, , ,

부동액의 화재 진화 시험 등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즐의 각도와 형태에 따른 미분무 시험과 화재 진

화 시험에서는 분사각도가 인 노즐이 화140° 12“

염방지장치 내부의 화제 시에 분사각도 미분무 분,

포도 화재 진화 능력 등이 가장 합하 다, .

분사각도가 인 노즐의 평균 분무입경은2. 140°

Nozzle

No.

Flow rate

(LPM)

Pressure

(bar)

Gas mixture
ResultAIR

(SCFH)

LPG

(SCFH)

5 2 8 1,000 43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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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되었다128.6 .㎛

3. 화염방지장치의 화제 시에 역화 상은 발생하지 않

았고 미분무 시스템이 장착된 화염방지장치의 화재,

진화 시간은 이내이다3 .

부동액을 사용한 소화약제의 미분무 시스템의 화제4.

진화 시험에서는 화재 진화에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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