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1970년대 이후 자동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자
동차 및 승합차의 보급이 크게 늘어났으며, 국민소
득이 향상되어 개인소유의 자동차 보유 대수도 급
격히 늘어났다. 최근에는 전기차의 보급으로 인하
여 자동차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지만 
자동차 보급 대수에 비하여 자동차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및 장치가 미비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화재의 경우 일반 가솔린 및 
경유 자동차(2층 버스 포함)의 화재 발생 원인은 
엔진과열, 전기장치의 불량이 대부분이며, 각종 전
자시스템의 연결 상태 및 기능 불량을 들 수 있으
며, 기름 누출, 차량 정비 및 차내 담뱃불 관리 소
홀, 교통사고로 인한 엔진 화재 등이 자동차 화재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동차의 보급에 맞추어 
자동차 내부에서 발행하는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자동소화시스템은 제안하고자 한다.

Ⅱ. 본  론

최근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독일과 유
럽연합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자동차 정비교육지침
으로 고압전기시스템(HV: Hoch Volt) 혹은 
E-Mobility 교육을 도입, 실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화시스템에 대한 법규(Regulation No. 107)를 
통하여 차량용 소화시스템에 대한 시험장치, 시험 
화재 및 일반 시험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 1.은 2층 버스 화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1. 2층 버스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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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을 거듭함으로서 국민 소득이 향상되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자
동차의 보유 대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동차 화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며, 차량화재
는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되어서 화재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동차 소유자들의 자동차 화재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아 차내에 휴대용 소화기조차 비치하
지 않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러한 실정을 가만하여 볼 때 자동차 자동 소화 시스템의 개발은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버스 엔진실을 대상으로 하여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으면서 승객의 안전을 증
대시키기 위하여 자동소화장치 제어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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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동차 차종 별 화재발생 빈도와 인
명피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액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다른 차종에 비하여 승용자동차의 화재발
생 빈도수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차종에 비해 승용자동차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소화시스템의 경우 기타 시뮬레이션 및 
기타 연구결과로부터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가 가능한 황금시간은 실내 화재 시 2분, 엔진룸 
화재 시 약 7분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승용자동차 화재 시 자동소화시스템을 이용한 
초기 소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5가지로 구성
된다. 화재를 감지하는 소화 센스부, 화재감지 및 
소화시스템을 제어하는 소화 제어부, 소화액을 담
당하는 소화 탱그부, 파이프 시스템으로 구성된 소
화 배관부, 분사형태를 결정하는 소화 노즐부로 구
성된다. 추가로 소화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경고음, 
경고등 발생장치를 첨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엔진룸의 화재를 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액 분사를 위한 고압 파이프 및 노즐
의 구성도는 그림 2와 같이 설치한다.

그림 2. 소화시스템 구성도

화재감지용 선형 열 감지 와이어와 메인제어 장
치는 ATmega328P을 사용하였으며, 소화액은 
Novec-1230으로 선정하였다. 소화배관은 동관으
로 하였으며, 소화노즐은 8개로 구성하였다. 화재
가 감지되면 화재 경보음과 경고등을 표시하도록 
구현하였다. 화재 감지 디바이스의 기능은 소와기 
작동은 자동 및 수동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
으며, 센서모듈 구성은 3개(온도,연기,불꽃)의 센서 
유닛을 1개의 센서모듈로 구성하였다. 소화시스템
의 세부구성은 차량용 전원인 DC-12V와 DC-24V
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DC/DC Step Down 전
원부를 구성하여 DC-5V 전원을 사용하도록 하였
다.

비접촉 온도센서, 연기센서, 불꽃감지센서 및 제
어기와 통신부를 하나의 CASE에 통합하여 화재 
감지가 쉬운 위치에 개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
한, 각 센서의 측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
기 위하여 RS-485 통신을 통하여 데이터를 관리
하도록 하였다.

 

 

그림 3. 센서보드(Top/Bottom)

그림 4. 소화시스템 메인 제어기

Ⅲ. 결  론

개발된 센서보드 및 소화시스템 제어기를 이용
하여 디젤 버스의 엔진룸에 발생한 화재를 소화하
도록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방법은 유럽 규정 
R-107(Regulation No. 107) 규정을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엔진룸 모형에 발생된 기름 화재
의 경우 Novec-1230 9Kg, 9Bar 압력으로 충분하
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으로 모의실험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방향은 선형 열 감지센서를 활용하여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보다 정확하고 간단
하게 화재를 계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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