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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국내에서금속화재발생시주로사용되는있는소화

약제는 팽창질석과 마른모래이다. 이들 소화약제는 기구나

장치없이삽등을이용해현장대응인력에의해화원에투입

되고있다. 특히, 마른모래의경우수분관리에대한어려움과

무게로인한현장대응인력의과중한육체적노동력을요하는

문제점이있다. 하지만 팽창질석의경우비중이 0.1 ~ 0.2 로

매우가벼워육체부담이적고신속하게현장에투입할수있

어마른모래에비해현장에서활용성이뛰어나다. 또한, 소화

력 측면에서도 마른모래와 큰 차이를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본연구에서는팽창질석을소화약제로한프로토타입소화장

치를 개발하였으며 실증실험을 통해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

다.

2. 소화장치 개발 및 성능시험

2.1 소화장치 구성

팽창질석은 고체상의 물질로 비중이 0.1 ~ 0.2 로 매우 가벼

우며 입자의 크기가 0.3 ~ 8 mm 이다(표 1.).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소화약제의이송방식을압축공기를이용한방식을채

택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소화장치와 화원까지의 다양한 거

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체에 설치된 에어컴프레셔 외에

외부에서 에어컴프레셔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

께적은인력으로활용이가능하도록이동성및휴대성을고

려하여 장치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표 1] 팽창질석의 물리적 특성

구   분 특    성 비고

물질상태 고체

소화효과 질식

비  중 0.12

팽창율 가열 시 최대 30배까지 팽창

크  기 0.3 ~ 8mm

특  성 내화성, 열절연, 비독성 등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소화장치의 구성은 크게 소화약제

를 담을 수 있는 호퍼, 전원공급장치, 소화약제 이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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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호스의 경우 압축공기를 이용한 이송 방식으로 인

해 원형의 형태가 유지되는 PVC (와이어 삽입형) 제품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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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속화재는마그네슘(Mg), 알루미늄(Al), 리튬(Li) 등의 가연성금속이연소하는현상이다.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무기과산화물, 금속분, 마그네슘, 금수성 물질 등이 가연성 금속에 속한다. 금속화재는 국내 화재분류(A급, B급, C급,
K급)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금속화재 대응에 필요한 기구, 장비, 소화약제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금속화재발생시 마른모래와팽창질석을사용하여 진화하고있다. 하지만금속화재 발생
시광범위한화원에삽등을이용하여직접투입해야하며화재가장시간지속됨에따라지속적으로소화약제를투입해
야한다. 이러한활동들을모두현장대원들의인력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 본연구에서금속화재발생시신속
한 금속화재진압을 위한 팽창질석 소화장치(프로토타입)를 개발하여 실증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202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1028 -

용하였다(표 2., 그림 1.). 하지만 PVC 열에약하기실제화재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워 차후 연구를 통해 소방호스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표 2] 소화장치 구성

구   분 구  성  품

호퍼 -. 용량 100L

전원공급장치

-. 인산염 배터리

-. 본체 고정 케이스 및 고정 장치

-. 배터리 충전기 14.6V, 20A charger (DC)

에어컴프레셔

-. 에어컴프레셔(2대)(용량 120L, 사용압력 

8.5bar, 에에토출량 360L/min)

-. 에어컴프레셔(1대) : 외부 연결

-. 레귤레이터(압력조절장치)

분체이송장치 -. 분체이송장치

본체 -. 본체

소화노즐 및 호스
-. PVC 호스 32A(15m)

-. 자체 제작 노즐

[그림 1] 소화장치

2.2 소화장치 성능시험

소화장치성능시험은팽창질석 100L 에 대한압축공기압력

에따른이송시간을측정하였다. 이때 호스 15m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압력 범위는 1.5 bar ~ 5 bar 까지 0.5 bar 단위로

분사시간을측정하였다. 각각의압력에서총 3번의실험을진

행하였으며 평균값이 그림 2. 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2] 소화장치 성능 시험

성능시험 결과 1.5 bar 에서는 1069초, 5 bar에서 270초로

이송시간은 약 3.95배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4.0 bar에서

294초, 4.5 bar에서는 280초로 5 bar와 비교했을때큰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 고찰 및 결론

본연구에서는금속화재현장대응에필요한팽창질석소화

장치를 개발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성능시험 결과 15m 이상 거리와 높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팽창질석이송압력을확보할수있는발전방안이필요한것

으로 도출 되었다. 또한, 에어 컴프레셔 사용 시 공기압으로

인한 화재 확산의 우려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위해압축질소가스를이용한방식에대한방안이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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