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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pplicability of compressed air form (CAF) fire water was verified in a 

bid to use the undersea effluent as fire water. Foam collector was fabricated in 

accordance with KS B ISO 7203-1 (Specification for low expansion foam concentrates 

for top application to water-immiscible liquids) and the test was conducted using fresh 

water as fire water for 19 times and using seawater as fire water 15 times that totaled 

34 times. Foam reduction time was 237.73 seconds on average with fresh water and 

215.60 seconds with seawater, which proved the applicability of CAF fire water using 

seawater. Besides, window breaker was fabricated to directly extinguish the fire in 

train and a full-scale fire test was conducted three times. At the final 3rd test, window 

glass was broken in 2 seconds to make the hole for fire extinguishing and suppressed 

the fire in 3 seconds using CAF fire extinguisher.

Keywords: CAF (Compressed Air Foam), Foam Fire Extinguishing System, Foam 
Collector, Window Breaker, Tunnel Safety Facility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해저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해저유출수를 소화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서, 압축공기포(CAF) 소화설비의 소화용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KS B ISO 7203-1 

(비수용성 액체에 적용되는 상부주입식 저팽창 포원액 사양) 규격에 따라 포수집기를 

제작하였으며, 소화용수를 담수로 19회, 해수로 15회로 총 34회 실험을 하였다. 포 환원 

시간은 담수는 평균 237.73초, 해수는 평균 215.60초로 측정되어, 해수의 압축공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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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 소화용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열차 내 화재를 직접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창문 파괴장치를 제작하고, 

3차례 실물화재 실험을 수행하였다. 마지막 3차 실험에서는 2초만에 유리를 파괴하고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구멍을 만

들었으며, 이동식 압축공기포(CAF) 소화기를 사용하여 3초 만에 화재를 진압하였다.

주요어:압축공기포(Compressed Air Foam), 포 소화설비, 포 수집기, 창문 파괴장치, 터널 방재 설비

1. 서 론

국제화 시대의 교통 네트워크 허브 구축은 대륙간 또는 국가간을 연결하는 접근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

나라는 오래전부터 주변 국가의 교통 ․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해저터널 건설은 도서와 도서, 도서와 

내륙 및 국가와 국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활발한 인적, 물적 이동을 초래하고 사회 문화적인 교류가 증대되어 

지역,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저터널은 일정량의 해저유출수가 터널 안으로 유입이 

되며, 펌프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안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을 열차 화재

시 압축공기포(CAF) 소화설비의 소화용수로 사용하여, 해저터널에서 소화용수를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해수를 소화용수로 사용시 압축공기포(CAF) 소화기의 성능 변화를 확인하고자 포 수

집장치를 이용한 포 환원시간을 측정하여, 해수의 소화용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환기 방재에 취약한 해

저터널에서 구난역에 정차된 열차의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기 위하여, 열차의 유리창을 파괴하고 화재를 직접적

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창문파괴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실물화재실험을 통하여 화재에 대한 유리창의 변형과 브

레이커의 형태에 따른 파괴성능을 확인하였다.

2. 이론 및 원리

화재안전기준(NFSC)의 NFSC-105에는 포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하여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

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포 소화설비는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항공기격납고, 연면적 

800 m2 주차장 등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2). 현재 터널 화재시 

소화시스템은 물분무 소화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화재를 직접적으로 제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압축공기포

(CAF)는 물분무 소화설비에 비해 소방펌프 용량을 1/7로 감소하고 소방 주배관 직경을 1/2로 축소하여 소화성능 

과 경제성을 갖춘 소화설비이며(NFPA 11, 2005), 친환경 약제를 사용하여 소화 작업이 용이하다(Lee et al., 

2012, 2013).

압축공기포(CAF) 소화설비는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항공기격납고, 연면적 800 m2 주

차장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2), 화재안전기준(NFSC)의 

NFSC-105에는 포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하여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시

험 규격에 따라, 압축공기포의 사용시 온도, 발포비율(Lee et al., 2013), 포 수용액의 발포유량(Le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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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변수로 하여, 압축공기포의 성능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터널의 열차 화재시 구난역에서 압축공기

포 소화설비를 활용한 실물화재실험을 수행하여 1분 이내에 11.88 MW 규모의 화재를 소화하는 선행연구(Park 

et al., 2016)를 통하여, 압축공기포의 구난역 열차 화재에 대한 소화설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3. 압축공기포 (CAF) 이동식 소화기 제작

본 연구에서는 압축공기포 이동식 소화기를 제작(Fig. 1, 2)하여 포 환원장치에서 폼을 측정하였으며, 소화기

의 사양 및 규격은 Table 1과 같다.

Fig. 1. Dedicated tank drawing Fig. 2. Fire extinguisher for test

Table 1. Fire extinguisher specification and capacity

Classification Description 

Working pressure 0.7~0.75 MPa

Working temperature 0~55°C

Total weight 52 kg (120kg when charged)

Spray time About 50 seconds 

Tank and nitrogen cylinder capacity 67L / 20L ( 100bar )

Usable foam extinguishing agent 1 or 3% aqueous film, alcohol cloth, surfactants, hardening liquid 

4. 포 환원장치를 이용한 폼 상태 확인

4.1 포 환원장치 제작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저유출수를 열차화재시 압축공기포(CAF) 소화설비의 소화용수로 사용하여, 해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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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에서 소화용수를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해수를 소화용수로 사용시 압축공기

포(CAF) 소화기의 성능 변화를 확인하고자 포 수집장치를 이용한 포 환원시간을 측정하여, 해수의 소화용수 적

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은 KS B ISO 7203-1 (비수용성 액체에 적용되는 상부주입식 저팽창 포원액 사양) 규격(Fig. 3)에 따라 

진행되었다. ‘발포 배율과 환원 시간의 측정’ 규정에 따라 ‘발포배율과 환원시간 측정을 위한 포수집기’를 제작

(Fig. 4, 5)하였으며, 압축공기포(CAF) 소화기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수성막포를 3% 희석하여 

소화약제로 사용하였으며,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압력탱크에 7 bar를 가압하였다. 합성해수는 Table 2와 같이 KS 

B ISO 7203-1 규격에 명시된 비율을 토대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Table 2. Composite seawater mixing 

method

Components % 

Nacl 2.50

Mgcl2, 6H2O 1.10

Cacl2, 2H2O 0.16

Na2SO4 0.40

H2O 95.84

Fig. 3. Foam collector fabrication method (KS B ISO 7203-1)

Fig. 4. Foam collector and foam container fabrication drawing Fig. 5. Foam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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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포 환원장치 실험 절차 및 결과

포 환원장치를 이용한 폼 상태는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KS B ISO 7203-1 규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

로 진행되었다(Fig. 6).

1) 포 환원장치의 폼 수집용기의 무게를 측정한다.

Fig. 6. Foam collector test and foam measurement

Weight (g) / Time (s)

Test (n)

Fig. 7. Brine comparison test resul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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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수용액 압력탱크에 48.5 L 합성해수를 넣고. 1.5 L 수성막포(3%)를 넣는다.

3) 질소가스 밸브를 열고, 감압기를 이용하여 포수용액 압력탱크의 압력을 7 bar로 맞춘다.

4) 이동식 압축공기포 소화기를 사용하여 포 환원장치에 부드럽게 분사하고 2~3초 후에 포 환원장치에 폼 수

집용기를 설치하여 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다. 폼이 가득 차면 시간을 측정한다.

5) 폼 수집용기 안의 거품만 남기고 외부에 뭍은 거품은 닦아 내고, 무게를 측정한다.

6) 5)에서 측정된 무게에서 1)에서 측정된 무게를 빼서 폼의 무게를 구한다.

7) 폼 수집용기 하단의 벨브를 열고 액화된 폼이 6)에서 측정된 폼의 무게의 1/4이 되는 측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환원시간)을 구한다. 

본 실험은 소화용수를 담수로 19회, 해수로 15회로 총 34회 실험을 하였으며 Fig. 7의 데이터가 측정되었다. 환

원 시간은 담수는 평균 237.73초, 해수는 평균 215.60초로 측정되었다. 환원 시간이 오래 걸리면 화원 및 주변 부

분을 오랫동안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화 및 냉각에 유리하며 화재 열전달을 방해하여 화재확산을 지연시킨다. 

환원 시간의 값이 ±20%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합성해수를 소화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ISO 7203-1, 2009). 발

포배율(Expansion Ratio)은 포수집용기의 체적(L)에서 가득 찬 포수집용기의 질량(kg)에서 빈 포수집용기의 질

량(kg)을 뺀 값을 나눈 값이며, 각각 담수는 평균 6.139, 해수는 평균 6.270 으로 측정되었다. 발포배율은 0~10 으

로 측정되며, 압축공기포(CAF)의 폼은 발포배율이 5 이상인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Kim and Crampton, 2012).

5. 창문파괴장치 구조 제작 및 실물화재 실험

5.1 창문파괴 장치 제작

창문파괴 장치는 해저터널 내에서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한 열차를 구난역에 정차시킨 후 화재진압용 소화액을 

A

B

C

Fig. 8. Window breaker installation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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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로 분사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빠르게 파괴하기 위한 장치이다. 주요 구성품은 창문 파괴용 브레이커와 창

문을 설치하기 위한 강재 채널로 제작되어 있는 프레임이다.

열차유리 창문파괴구조는 Fig. 8과 같이 실험 대상 강화 유리창을 설치하는 프레임(A), 상하로 이동이 가능한 

창문파괴용 공기압 브레이커 고정구(B) 그리고 좌우로 이동이 가능한 공기압 브레이커 받침대(C)로 구성하였다. 

Table 3. Window breaker configuration

No Product Size (L × W × H, mm) Note

A Window installation frame 2500 × 1000 × 1400 To install tempered glass for test

B Brake support and fixture To adjust vertically and fix the braker 

C Frame for braker installation 2500 × 700 × 400 For breaker fixture

5.2 창문파괴 장치 성능 검증을 위한 실물화재실험

공기압 창문파괴 장치를 활용하여 열차 유리창을 파괴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KTX의 유리창을 제작하여 

창문파괴 장치에 고정하였다. 총 3회 실험을 Table 4의 조건으로 진행하여 1차 실험에서는 창문파괴 장치를 사용

하지 않고 온도변화에 따른 유리창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2차 실험과 3차 실험에서는 창문파괴 장치를 작동시

켜 유리창을 파괴하였다. 2차 실험에서는 외측 유리창 파괴만 성공하였으며 창문파괴 장치의 브레이커를 수정하

여 3차 실험에서는 내 ․ 외측 유리창 모두 파괴하였다. 2차 실험 시 사용한 브레이커는 화살촉 모양으로 제작(Fig. 

9)하였으며, 3차 실험 시에는 타원형의 보조 브레이커를 기존 브레이커에 부착하여 제작(Fig. 10)하였으며, 유리

창을 파괴하는데 좀 더 용이한 형태로 수정하여 실험을 하였다.  

1차 실험에서는 창문파괴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 점화 후 3분이 지나고 열차 내측 유리창이 파괴되었으며, 

곧바로 외측 유리창이 파괴되었다. 이때, 열차 유리창 내측의 온도는 350°C 였다. 파괴 전에 유리창에서 유관상 

변화(뒤틀림, 색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리 전체에 금이 생기고 무너졌다. 2차 실험에서는 점화 후 4분

Table 4. Test set

1st test 2nd test 3rd test 

Fire source

300 × 300 × 200 mm 

steel container

Heptane (liquid) 2 L

150 × 300 × 200 mm steel 

container

Heptane (liquid) 2 L

150 × 300 × 200 mm 

two steel containers

Heptane (liquid) 2 L

Window breaker 

activation 
Inactive

for 5 seconds in 4 min 40 sec 

after ignition 

for 2 seconds in 40 sec after 

ignition

Window glass 

specification

Thickness : 18mm double glazing (5mm tempered glass + 8mm air layer + 5mm tempered glass) / 

Size : 2500 × 600 mm

Thermocouple

position

3 outer windows (ch 1, 2, 3), 3 inner windows (ch 4, 5, 6), fire source, 1 inside train (ch 7), 

1 on side of train in middle height (c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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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초가 지나고 창문파괴 장치를 약 5초 동안 작동하여, 외측 유리창이 파괴되었다(내측 온도 280°C)(Fig. 12). 이 

후에 약 9분 동안 창문파괴 장치를 7회 작동하였으나, 내측 유리창은 파괴되지 않았다. (외측 유리창 최고 온도 

150°C). 3차 실험에서는 점화 후 40초 경과 후 창문파괴 장치를 약 2초 동안 작동하여, 유리창이 파괴되었다(내측 

온도 700°C). 창문 파괴시 불길이 구멍을 통하여 외부로 일부 나오는 현상(Fig. 13)이 일어나며, 일시적으로 온도

가 소폭 상승하게 되었다. 유리창이 파괴되면서 생긴 구멍을 통하여 압축공기포(CAF) 소화기를 이용하여 약 3초 

만에 화재를 진압(Fig. 14)였다.

Fig. 9. Window breaker (2nd test) Fig. 10. Window breaker (3rd test)

Fig. 11. Test view Fig. 12. Window breaking (2nd test) 

Fig. 13. Flash Over (3rd test) Fig. 14. Fire extinguishing by portable extingu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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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mperature graph in a full-scale fire test 

1st

Window Breaking

2nd

Window Breaking (Breaker Working)

3rd

Window Breaking (Breaker Working)

6. 결 론

해저터널 구난역 열차화재시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적용성에 관한 논문(Park et al., 2016)에서 가상의 구난

역과 열차모형을 설치하고 실물화재 실험을 통하여 열방출량 11.88 MW 규모(햅탄 30 L, 단면적 3 m2)의 화재를 

60 초 이내에 소화하여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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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터널 구난역 열차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화용수의 해수적용성 확인 및 창문파괴 구조

를 아래와 같이 KS B ISO 규격과 실물화재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1. KS B ISO 7203-1 규격 실험을 통하여 폼 환원 시간은 담수가 평균 237.73초, 해수는 평균 215.60초로 측정

되었으며, 발포배율은 담수는 평균 6.139, 해수는 평균 6.270 으로 측정되었다. 본 실험을 통하여 염도에 따

른 성능의 차가 환원 시간을 대상으로 ±20% 이내로 측정되어, 해수를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소화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창문파괴장치 구조제작을 통하여 제작된 창문파괴 장치를 활용하여 KTX 유리창을 2초 내에 파괴할 수 있

으며, 유리창 구멍으로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활용하여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3. 창문파괴장치는 압축공기포 소화설비가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날카롭게 제작되

어야 하며, 약 지름 20 cm 이상의 구멍을 만들 수 있도록 타원형의 보조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본 실험 연구를 통하여 해저터널 구난역 열차화재 소화설비에 압축공기 포 소화설비 소화용수의 해수적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창문파괴장치를 제작하여 KTX 열차 유리창을 파괴하여 소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

저터널 구난역이 갖는 특수성과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열차화재를 빠르고 손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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