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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침윤소화약제의 소화성능평가를 해 A  목재 소화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검정기술기 에 명시되어 있는 A  소화실험 방법에 따라 진행하

으며, 물과 국내․외 8종의 침윤소화약제를 소화용수로 하여 성능평가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물과 

침윤소화약제의 명확한 변별력을 확인하고자 하 다. 실험은 자체제작 실험기기를 이용하 고, 제

조사의 권장사용농도의 약제별 소화실험으로 진행하 다. 실험결과 침윤소화 약제의 경우 8종 모

두 유사한 소화 성능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으며 동일 조건에서 물의 경우 재발화가 발생

함으로써 명확한 소화성능의 변별력을 확인하 다.

1. 서 론

  다공성 물질의 화재 시, 소화의 효율성을 증 시키기 해 침윤소화약제를 첨가함으로써 소화

용수의 물리․화학  성상을 변화시켜 화재진압에 효율 으로 처하는 것이 요하다. 이에 침

윤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을 평가하기 해 기존의 소화시험법에 근거하여 일부 명시하고 있지 않

은 조건을 추가 제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 다.

2. 실험장치 구축

  Figure 1은 실험장치의 구성을 나타낸다. 실험장치는 약제탱크와 노즐, 컴퓨터, Thermocouple, 

목재 연소 , 헵탄 연소 , 디지털캠코더  열화상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기기는 노즐을 

통해 분사된 소화용수가 목재의 화재를 진압하며 내․외부 온도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도록 

제작되었다.

             ① 살수 노즐

             ② Thermocouple

             ③ 연소

             ④ 유압계

             ⑤ 유량계

             ⑥ 펌

             ⑦ 약제탱크

3. 실험 방법

  본 실험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검정기술기 에 명시되어 있는 A  소화실험 방법에 

따라 실험을 진행 하 으며 기 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소화용수의 유량  유압, 살수 치,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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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온도/습도

소화용수

 유량

소화용수

 유압

소화용수

살수 치
T/C 치

살수 

기시간
유면 치 헵탄 양

32℃/60% 10L/min 1.4bar
목재 상단

1m

목재 하단

26/40/54cm
3분

목재 하단 

30cm
3L

Table 1. Experiment condition

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외의 모든 조건은 기 에 명시되어있는 방법에 하여 실험을 

진행 하 으며, 실험 후 목재의 가장 심부에 치한 T/C 2의 온도변화를 측정, 분석하 다.

4. 실험 결과

  실험 결과는 목재의 가장 심부에 치한 T/C 2의 데이터 비교를 통해 심부의 화재 소화 여부

를 별하 다. Figure 2는 약제별 실험  물 실험의 T/C 2 온도 변화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 

8종의 약제의 T/C 2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물의 경우에서만 재발화가 발생함에 따

라 침윤소화약제의 소화능력의 변별력을 확인하 다. 

Figure 2. Experiment result 

5. 결론

  실험결과 침윤소화약제의 결과는 동소이하며 물의 경우에서만 재발화가 발생함에 따라 침윤

소화약제 소화성능의 변별력을 확인하 다. 본 실험은 침윤소화약제의 소화성능 단은 가능하나 

침투성능 단은 불가하므로 이에 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침윤소

화약제의 성능평가 기법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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