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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방보호복의 열보호특성을 정확히 악하는 것은 보호복 개발 뿐만 아니라 화상에 의한 부상 

방지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하지만 부분의 경우 고열유속 조건에서 시험

을 수행하여 시편의 괴가 발생하기 쉽고, 그에 의해 제 로 된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유속 조건의 복사열 노출시 열보호성능을 효과 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표  측정 방법을 기존 RPP (Radiant Protective Performance)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제

안하 다. 한 실험을 통해 여러 가지 보호성능지표들의 계를 악하 다.

 

1. 서  론 

RPP의 측정방법은 화상 측(Burn prediction)과 매우 한 련이 있다. 하지만 낮은 열유

속일 경우 기 값인 2도 화상에 한 측이 잘 맞지 않는 단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한 

보강이 필요하다. 따라서 1도 화상이나, 통증 시작 을 기 으로 보완된 RPP를 이용하면 낮은 

열유속에서도 효과 으로 화상과 연 된 지표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 이 존재하게 된

다. 1도 화상의 경우는 2도 화상 발생 시간과 같이 나타내어 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통증 시작 을 이용하여 TTIOP 를 설정하고, RPPOP를 RPP를 구하는 방법과 동

일하게 이용하면 열유속 조건에서도 좋은 지표로서 활용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열보호성능 측정 실험시에 구리열량계를 활용하여 2도 화상 시작시간인 RPP와 통증 

시작 시간인 RPPOP를 모두 구하여 분석하고, 기존의 측정방법인 HTI지수와 비교하 다. 

2. 본  론 

유속조건에서 RPPop  RPP 측정 결과를 Figure.1에 나타내었다. 열유속이 높을수록 RPP 

 RPPop 지수가 감소하게 되며, 각 소재에 해 최  30% 정도 차이가 발생하 다. Lining의 경

우, RPP  RPPop 지수가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과하는 열유속이 높고 따라서 화상의 발

생 시간은 짧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HTI24 와 RPP 지수와의 계  HTI12와 RPPOP 지수와의 계를 각각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략 선형의 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계를 식의 형태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6)

  ×         (7)

와 같은 계의 이유는 HTI가 구리열량계의 온도를 12 ℃나 24 ℃까지 상승시키는데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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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tective performance results of fire resistant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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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lations between HTI and RPP values

는 시간이고, RPP는 고통 시작  는 2도 화상 발생 시간으로 HTI의 연장선에 놓여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노출 시간에 따른 통과 열유속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선형 계는 아니다. 

그러나 의 식을 활용하면, HTI 지수로부터 략 인 RPP 값을 간단히 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HTI 측정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유속 조건의 복사열 노출에 따른 소방보호복의 열보호성능 측정방법을 기

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안하고,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열유속에 해 화상에 의한 고통 시작 을 이용하여 기존 고열유속에서의 RPP를 개선한 

RPPOP 지표를 제안하 으며, 이를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 다. 동일 조건에 한 3회의 실험결과 

반복성을 확인하 으며, RPP 보다 빠르게 구할 수 있다. 한 기존 지표들에 비해 화상발생시간

이라는 물리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 자체를 활용하여 보호복을 개발하고, 화상방지에 

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2) HTI12와 RPPop지수 그리고 HTI24 와 RPP 지수와의 계가 략 선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 계에 한 식을 제안하 다. 따라서 기존 HTI 지수 연구 결과를 RPP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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