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M 5560에 따른 미분무수시스템의 소화성능에 한 

실험연구

홍성호 · 최문수 · 박상태

한국화재보험 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미분무수시스템의 소화성능을 향상하기 하여 노즐을 개발하고, 첨가제를 혼

합하여 보다 높은 소화성능을 갖는 미분무수시스템을 개발하 다. 개발된 미분무수시스템의 소화

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FM 5560(Approval Standard for Water Mist Systems)에 규정되어 있

는 화재실험챔버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고 소화성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미분무

수시스템은 소화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서 론  

물은 큰 표면장력으로 인해 미립화하기 어려운 액체로 소화설비용 분무노즐은 미분무수의 입

자크기, 유량, 방사량이 각 분류 범  내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분무노즐의 분사 형태에 따

라 공원형 노즐(Hollow Cone Nozzles), 원형 노즐(Full Cone Nozzle), 부채꼴형 노즐(Flat 

Nozzles)로 분류된다. 공원형 노즐은 미분무수 입자의 부분이 분사의 바깥쪽 경계부분에 집

되며 소용돌이 운동(Swirling Motion)은 분무노즐의 몸체를 통과할 때 소용돌이 챔버 입구의 

기울기에 의하거나 오리피스 바로 의 그루 형 깃에 의해 유도되며, 원형 노즐은 분사형태가 

원형, 사각형, 타원형으로 물분무 입자가 균일한 분포를 갖는 노즐이다. NFPA는 미분무수를 발

생시키는 기술을   고압 장치로 압력에 따라 분류하 다. 압장치는 12.0 bar(175 psi)이하

의 압력에서 작동하고, 압장치는 12.0 bar (175 psi)에서 34.0 bar(500 psi)사이에서 작동되며, 

고압장치는 34.0 bar(500 psi)이상의 압력에서 작동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분무수 소화시스템은 가스계 소화시스템의 체시스템으로 한창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

나 미분무수시스템의 소화성능에 한 연구는 여 히 미분무수 소화시스템 개발의 주요 과제로 남

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분무수 소화시스템의 소화성능을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하

여 미분무수 소화시스템의 기본 실험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2. 실험장치

FM 5560에서는 미분무수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다양한 화재실험챔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에서 미분무수시스템의 소화성능을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챔버는 작

은 객실모형 실험챔버이다. 

그림 1은 작은 객실모형 실험챔버를 나타낸 것이다. 작은 객실은 3 m × 4 m × 2.4 m로 구성

되고 1.2 × 1.2 m의 공간은 화장실을 모사한 공간으로 구축된다. 객실은 비 0.8 m 높이 2.2m

의 출입구를 설치하되 문은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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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mall compartment fire test room

  

Figure 2. Fire source

3. 결론

본 연구는 FM 5560에서 규정된 작은 객실모형을 이용하여 미분무수시스템의 소화성능을 분석

한 연구이다. 미분무수시스템을 한 노즐을 제시하고 작은 객실모형에서 다양한 화재실험을 실

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분무수 노즐은 소화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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