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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방용 배관의 부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계소화설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

발한 Polyethylene (PE) 이종강관을 수계소화설비배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제 화재시험을 수행하였

다. 개발된 이종배관에 대한 관련시험기준이 없어 국내외 기술자료 및 시험기준을 비교분석하여 적합한 화재시험기준을

선정하여 PE 이종강관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배관의 성능시험에 채택한 화재시험기준은 합성수지배관과 금속

배관의 두 가지의 화재시험기준을 적용하였고 총 6차례의 화재실험을 실시하여 배관성능을 평가하였다. 소방용합성수지

배관의 시험기준을 적용한 1, 2차의 화재시험결과 이음쇠와 배관에서 파손이나 변형이 없었으며 5분간 내압시험을 실시

한 결과에서도 누수가 없었다. 금속배관시험기준을 적용한 화재실험은 총 4회를 실시하였으며 1, 2차 실험은 습식설비를

모사한 것으로 화재시험결과는 PE 이종강관에서 누설이나 파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PE 재질의 이탈 등 손상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단, 건식설비를 모사한 3, 4차의 화재시험결과 소화수가 방출되기 이전에 PE 이종강관에서

파열, 변형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실험결과 습식설비를 모사한 화재시험의 경우 PE 이종강관의 융착성, 변형,

파손 등 배관의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o deter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Polyethylene (PE) compound pipe, which was developed 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corrosion of the fire protection piping currently in usein water based fire extinguishing

systems, we performed an actual mockup fire test. Since no test standard was available related to the developed com-

pound pipe, we compared and analy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chnical materials and test standards and selected suit-

able fire test standard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E compound pipe. we applied two fire test standards to the PE

compound pipe, viz. those for CPVC and metallic pipes, and conducted a total of 6 experiments to evaluate its perfor-

m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fire tests based on the test standard for the CPVC pipe, neither the

fitting nor the piping was damaged or deformed and no leakage was observed in the pressure test, which was performed

for 5 minutes. For the fire test based on the metallic pipe test standard, a total of 4 experiments were conducted. The first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simulate the wet piping system. In the results of this fire test, neither leakage nor rup-

ture was observed from the PE compound pipe and no damage was caused, such as the secession of the PE material.

However, in the next two experiments, which simulated the dry system, the PE compound pipe suffered damage and rup-

ture, including deformation before the fire fighting water was discharged. Therefore, we found that the piping perfor-

mance of the PE compound pipe did not undergo any deterioration, including fusion, deformation, or damage, in the wet

piping system simulated fire test.

Keywords : Polyethylene (PE) compound pipe, 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CPVC) pipe test, Metallic sprinkler pipe

test, Feasibility, Mockup fire test, Cor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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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소방시설 중에서 소화약제

로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에서 소화성능에 가장 나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배관부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한 PE 이종강관을 소방용 배관으로 적용이 가

능한지를 분석한다. 자동식 수계소화설비는 일반적으로 전

배관에 물이 채워진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배관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소방배관의 부식

은 각 수계소화설비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방수량 및 방

수압력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됨으로 초기소화 실패의 원인

이 된다
(1)

. 따라서, 수계소화설비의 부식문제는 소화시스

템의 주요구성 요소가 아무리 완벽하게 작동하더라도 소

화수를 공급하는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수

계소화설비도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소방배관의 부식발생의 원인은 관의 종류 및 재질,

설치장소의 환경, 사용 유체의 온도 및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금속의 이온화, 전식 및 용존산소

에 의한 부식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소화배관에서 발생

하는 부식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

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즉,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배관은 가압되어 있는 압력

수를 이송하는 것으로 소화수의 압력저하 및 방수량의 원

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화재진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PE 이종강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의 내면에

폴리에틸렌(PE)을 융착시켜 일체화한 이종강관으로서 내

식성을 향상시킨 배관이다. 개발된 PE 이종강관이 소방용

배관으로서 적용 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국내외 설치

기준 및 시험기준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성능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열성 검증을 위한 화재시험을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국내 · 외 기준조사

본 연구에서는 PE 이종강관의 소방용 배관으로서의 적

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용 배관의 사

용이 가능한 소방설비의 종류를 조사하고 각 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요구하는 성능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수계소화설비에 사

용되는 배관은 공통적으로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배관용 스

테인리스강관(KS D 357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95),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MPa 이상일 경우에

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

이러한 요건은 미분무소화설비를 제외한 모든 수계소화설

비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강관이나 동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성능기준을 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 (ASTM)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PE 이종

강관은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탄소강관 내부에 폴

리에틸렌을 융착시킨 것으로 탄소강관과 가장 유사하며

따라서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소방용

배관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이러한 성

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험기준이나 방법이 명확

Table 1.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st Standards for Firefighting Piping and Heat Resistance Tests

Category Test Standard Name
Heat Resistance

Test Item
Remark

Domestic

Standard

Technical Code for Performance Certification and Product

Test of the Synthetic Resin Pipe for Fire Protection
(5) Fire test

MPSS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Notice

No. 2016-19

Technical Code for Performance Certification and Product

Test of the Flexible Pipe for the Sprinkler Installment
(6) None

MPSS Notice

No. 2015-1

Technical Code for Performance Certification and Product

Test of the Branch Pipe
(7) Heat resistance test

MPSS Notice

No. 2015-8

Certification Code of the Pipe Fitting for the Fire Extinguishing

Installment 
(8) Fire test KFI Certification Code

Carbon steel pipe for piping (KS D 3507)
(9)

None Korea Industrial Standard

International

Standard

Metallic Sprinkler Pipe for Fire Protection Service Fire test UL 852 

Thermoplastic Sprinkler Pipe and Fittings for Fire Protection

Service
Fire test UL 1821

Rubber Gasketed Fittings For Fire Protection Service
(10)

None UL 213

Approval Standard for Steel Pipe for Automaic Fire Sprinkler

Systems
(11) None FM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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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소방

용 배관 선택 시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배관의 내압성과

내열성이며 이밖에도 내식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된

다
(2)

. 이상에서 PE 이종강관을 소방용 배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탄소강관과 동등 이상의 내압성과 내열성이 확인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화재발생 시 고열이 발생

되는 현장에 설치되는 특성을 감안해볼 때 내열성이 우선

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방용 배관의 성

능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시험절차 및 성능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국내 · 외 시험기준 및 내열성 시험항목 관련 기준은

Table 1과 같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시험으로

화재시험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본 연구에

서 정한 시험항목은 미국의 인증기관인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에서 제정한 UL 852 (Metallic sprinkler

pipe for fire protection service)
(3)
와 UL 1821 (Thermoplastic

sprinkler pipe and fittings for fire protection service)
(4)
에

규정되어 있는 화재시험(Fire test)을 적용하였다.

2.2 화재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

국내기준으로는 국민안전처 고시인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5)

 중 화재시험으로

UL 1821
(4)
의 화재시험 항목 중 한 가지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본 PE이종강관의 내열성능은 합성수지배

관에 대한 내열성능을 검증하는 국내기준과 금속관의 내

열성능을 검증하는 국외기준에 따라 각각 화재시험을 실

시하였다. 특히 UL 852
(3)
의 화재시험은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에 대한 시험으로 화재발생 시 고열에 노출되어 가장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에 대한 내열성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방용배관에 대한 내열성능

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시험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합성

수지배관용 화재시험장치 및 금속배관용 화재시험장치 시

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2.2.1 시험장치

1) 합성수지배관용 화재시험장치

본 화재시험은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
(5)
과 소화설비 배관이음쇠의 인정기준

(8)

중 화재시험을 준용하여 실시하였다. 시험장치는 Figure 1

과 같으며 시험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화재시험 시험조건 및 시험장치

- 모형 모양: 0.7 × 0.7 × 0.3 (m), 두께: 0.6 (mm)

- 받침대 모양: 1.0 × 1.0 × 0.8 (m), 두께: 0.6 (mm)

- 화재원: 헵탄(24 l)

- 시험장: 9.0 × 9.0 × 4.6 (m) 이상으로 통기가 잘되는

장소

- 천정: 3.7 × 7.3 (m), 높이 2.4 (m)

- 배관내 수압력: 0.7 MPa (7 kg/cm
2
), 1.1 MPa (11 kg/

cm
2
)

- 스프링클러헤드 작동 후 배관내 물의 유속: 1.4 l/s

- 시험시간: 10분

- 시험횟수: 2회(수압, 공기압 각 1회)

- 시험장치: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
(5)

[별표 1], Figure 1을 참조

2) 금속배관용 화재시험장치

본 화재시험은 UL 852 (Metallic sprinkler pipe for fire

protection service)
(3)

 중 화재시험을 준용하여 실시하였다.

Figure 1. Fire test equipment diagram for the synthetic resin

pipe
(5)

.

Figure 2. Fire exposure test arrangement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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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치는 Figure 2, 3과 같으며 시험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화재시험 시험조건 및 시험장치

- 화재시험실: 18.2 × 18.2 × 4.8 (m)

- 화원: Test 1, 2, 3: 분사 헵탄(Spray heptane) (0.06 L/

s) 및 목재크립(Wood crib) (159 kg)

Test 4: 헵탄(heptane) 95 L (1.83 × 2.44 (m) 스틸 팬

(Steel pan))

- 온도 측정: 천장 아래 100 mm, 목재크립 직상단 지점

에서 열전대 이용

- 시험시간: Test 1, 2: 10분, Test 3: 7분, Test 4: 3분

- 시험횟수: 4회

2.2.2 시험방법

1) 합성수지배관용 화재시험

시험절차는 1차 습식 설비, 2차 건식 설비를 모사한 시

험으로 총 2회로 실시한다. 시험체(PE 이종강관)를 Figure

4와 같이 천장부에 설치하여 시험체에 공기 및 물을 각각

최고압력(12 bar, 10 bar)으로 채워 화재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이 완료된 후 공기 및 물이 새거나 파열 또는 분리 여

부를 확인한다. 내압시험(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5분간)

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시험체 및 천장주위온

도는 실험측정을 위해 사용된 k-type의 열전대로 Figure 2

및 Table 2에 따라 지정된 곳에 설치한다.

Table 2. UL852, Fire Scenario

Category Fire Scenario

Test 1

· 4 pieces of closed standard response type heads were installed at points 1, 2, 5 and 6 as shown in Figure 2.

· Plugs were used to block points 3 and 4 and water was fed into the piping at 827 kPa.

· The spray heptane was ignited and the test was finished after 10 min.

Test 2

· Similar to Test 1.

· However, each of 4 sprinkler heads emit water at approximately 57 L/min.

· The spray heptane was ignited and the test was finished after 10 min.

Test 3

· Dry piping simulation.

· 6 Open downward heads were installed.

· The spray heptane was ignited and water compressed by 827 kPa was fed into the piping after 2 min.

· The test was finished 7 min after ignition.

Test 4

· 6 Open downward heads were installed.

· Ignited in the pool fire type. Water compressed by 827 kPa was fed into the piping after 75 s.

· The test was finished 3 min. after ignition.

Figure 4. Test pipes and fitting parts installed.

Figure 3. Fire test arrangement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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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배관용 화재시험 시험절차는 PE 이종강관 시험

체를 Figure 5와 같이 천장부에 설치한다. 아래 Table 2의

화재 시나리오에 따라 Test 1, 2, 3은 연료 분사노즐을 이

용하여 점화하고, Test 4는 풀 화재(Pool fire) 시험 후 배

관의 누설이나 이음부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내압시험

은 UL852 시험방법에 의거 827 kPa을 5분간 실시하여 이

상 유무를 확인한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합성수지배관용 화재시험 결과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화재시험은 총 2회에 걸쳐 실시되

었으며, 1차는 습식 설비를 모사하고, 2차는 건식 설비를

모사하였다. 배관 및 이음쇠 화재시험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Figure 6은 화재시험 진행 장면이고 Figure 7은

화재시험 결과 배관상태이다.

Table 3과 같이 화재시험 결과, 이음쇠와 배관의 파손은

없었으며 화재시험 이후, 1차 건식모사 실험에서 18 bar

(12 bar × 1.5배)의 공기압력으로 2차 습식모사 실험에서는

15 bar (10 bar × 1.5)의 수압력으로 채워 5분간 내압시험을

실시한 결과 누설이 없었다. 또한 PE 접합부의 용융이나

탈락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시험은 상부 천장에 시험체 배관 및 이음쇠를 설치하

고 반자와 유사한 하부 보호천장을 설치한 채로 화재시험

을 실시하여 시험 초기에는 배관 및 이음쇠가 화염의 직접

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Figure 8은 화재시험에서 하부

천장 중심부의 열기류 온도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스프

링클러헤드가 동작하는 순간 하부천장의 열기류 온도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유류화재 특성상 화재 시의 열

기류 온도는 600~800
o
C로 유지되었다.

Figure 9는 상부천장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하부천

Figure 5. Internal and installation images of test pipes.

Table 3. Fitting Fire Test Result

Category
Elapsed Time (min : s)

Pressure Test Result Remark
Ignition SP Head Open Water Discharge Finish

1
st

0:00
First Last

10:00(min)
No leakage

(water pressure 12 bar)
Wet piping

0 : 43 (s) 0 : 46 (s)

2
nd

0:00
First Last

10:20(min)
No leakage

(air pressure 10 bar)
Dry piping

0 : 58 (s) 1 : 09 (s)

Figure 6. Progress of the fire test for the synthetic resin pipe.

Figure 7. Result of the fire test for the synthetic resin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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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재료는 불연 흡음재를 사용하였는데 점화한지 약 8분

경과시점에 화염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 시험체 배관은 화염에 직접 노출되어 상부천장의 온

도와 이음쇠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Figure 10은 티 표면온도를 비교한 그래프로 1차 시험에

서는 최고 600
o
C까지 상승하여 약 1분간 유지되었으며, 2

차 시험에서는 하부천장의 붕괴가 다소 지연되어 최고

300
o
C까지 상승하였다.

3.2 금속배관용 화재시험 결과

Table 2의 Test별 화재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배관이나 이

음부의 누설이나 파열이 있는지 관찰하였으며 동시에 스프

링클러헤드 동작시간과 헤드가 개방되어 소화수가 공급될Figure 9. Fitting fire test - upper ceiling temperature comparison.

Table 4. UL 852, Fire Test Results for the Metallic Pipe

Category 1
st
 Test 2

nd
 Test 3

rd
 Test 4

th
 Test

Fire Source
Heptane + wooden clip

(159 kg)

Heptane + Wooden clip

(159 kg)

Heptane + Wooden clip

(159 kg)
Heptane 95 L

SP Head Quantity and

Type (Piping System)

4 and closed/

(wet installment)

4 and closed/

(wet installment)

6 and open/

(dry installment)

6 and open/

(dry installment)

Fire Fighting Water

Supply Pressure (bar)
8.3 (bar) 1 (bar) 8.3 (bar) 827 (bar)

SP Head Operating

Time (s)
50 (s) 45 (s) 120 (s) 75 (s)

Test Time (min) 10 (min) 10 (min) 7 (min) 3 (min)

Ambient Temperature on

SP Water Discharge (
o
C)

180 (
o
C) 170 (

o
C) 400 (

o
C) 700 (

o
C)

Ceiling Temperature on

SP Water Discharge (
o
C)

520 (
o
C)

300 (
o
C)

(max. 600
o
C)

760 (
o
C) 900 (

o
C)

Peak Temperature on

Pipe Surface (
o
C)

75 (
o
C) 220 (

o
C) 240 (

o
C) 450 (

o
C)

Leakage or Rupture None None
Projections partly generated

on the PE pipe surface

PE pipe joints dropped

out and melted

Pressure Test Result No leakage No leakage No leakage No leakage

Figure 8. Fitting fire test - lower ceiling temperature comparison.
Figure 10. Fitting fire test - tee surface temperatur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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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스프링클러의 최고 주위온도, 천장중앙부의 온도, 배관

표면의 최고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하였다. 또한 화재시

험 후 최고압력(8.3 bar)을 5분간 가하여 누설여부를 확인하

였으며, 배관을 절단하여 내부 PE의 접합 상태를 확인하였

다. 화재 시험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총 4회의 화재시험

결과, 상부 천장기류의 열방출율이 4차 시험에서 가장 높았

으며, 57 L/min으로 방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2차 화재

시험에서는 소화수 방출 이후에 천장기류의 온도가 비교적

높게 유지되었으나 열전달을 지연시킬 수 있는 소화수가 배

관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 손상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즉, 습식설비를 모사한 1, 2차 화재시험 보다 건식설

비를 모사한 3, 4차 화재시험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Figure 11은 Test 구분별 화재시험 장면이고,

Figure 12는 Test 구분별 화재시험 후 배관의 상태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시험기준에 따라 PE 이종강관에 대

한 화재시험 및 성능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합성수지배관용 시험기준을 적용한 PE 이종강관의

화재시험결과, 1차 습식설비를 모사한 실험에서 배관 이음

쇠의 표면 온도가 최고 600
o
C까지 상승하여 약 1분간 유

지되었고, 2차 건식설비를 모 사한 실험에서 보호천장의

붕괴가 다소 지연되어 최고 300
o
C까지 상승하였다. 그러

나 높은 온도 에도 적절한 내열성능 및 융착성, 변형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2. 금속배관용 시험기준을 적용한 화재시험결과, 습식설

비를 모사한 1차 화재시험에서 천장 중앙 온 도가 최고

520
o
C, 2차 화재시험에서는 최고 600

o
C까지 상승하여 천

장부나 배관 표면의 온도가 높 게 나타났으나 이종강관의

누설이나 변형, 파열, 융착성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

았으므로 습 식 설비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건식설비를 모사한 3, 4차 화재시험에서는 각각 천

장 중앙 온도가 최고 760
o
C, 900

o
C까지 높게 상승하였는

데 그 이유는 소화수가 방출되기 전 자유연소시간 동안 화

염으로부터 전달되는 과정에서 열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 된다. 3, 4차 화재시험에서는 PE 적합부

에 용융 및 탈락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건식설

비를 모사한 경우 추가적인 실험을 통한 성능검증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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