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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SO 7203-2의 고팽창포 표준 발포기를 이용하여 포수용액을 5기압에서 6리터로 방사하면서 풍량, 스크

린 매쉬, 포수용액의 농도 및 소금물의 농도 등 외적 요인에 의한 발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풍

량이 증가할수록 발포배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표준발포용 스크린이 평직 철망에 비해 발포배율

이 높았다. 포수용액의 농도 증가에 따라 발포 배율과 환원시간이 긴 안정성이 좋은 포를 발생하였으며

소금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는 발포 배율과 환원시간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BSTRACT

Using the high expansion foam generator of ISO 7203-2 which spray 6 liter at 5 bar, foam gener-
ation characteristics was studied. Wind flow rate, foam screen, concentration of foam agent solution
and concentration of salt of water were varied to find the effect of the parameters on foam generation.
Research result showed that expansion ratio of foam was increased with wind flow rate. The expan-
sion ratio of foam in the perforated type standard screen was higher than the wire mesh screen.
Expansion ratio and drainage time were increased with increase of foam solution concentration. But
a increase of salt concentration in solution showed the decrease of expansion ratio and drainage time.

Keywords : High expansion foam, Foam, Drainage time, Expansion ratio 

 1. 서 론

화재를 분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화재 대상물에

따라 주택화재, 건물화재, 지하도 화재, 공장화재, 차량

화재, 원자력발전소화재, 임야화재 등 여러 형태로 나

누고 있다. 이런 것들은 각각 연소하는 주체가 다르고,

각 특성에 따라 소화약제의 사용도 다르다1). 이 중에

서 포소화약제는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를 방호하며

주된 소화효과인 냉각효과와 가연물질과 공기사이에

일정한 폼을 형성시켜 가연물질과 공기의 접촉부위를

차단하고 외부 공기로부터 가연물질에 공급되는 산소

를 분리하여 차단시키는 질식소화 기능이 있어 석유

탱크화재, 선박화재, 항공기화재 등에 적용되고 있다.2,3)

발포 메카니즌에 따라 분류하면 화학포와 공기포로

나눌 수 있으며, 공기포는 팽창비에 따라 저팽창포, 중

팽창포, 고팽창포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팽창비가 20미만인 저팽창포와 80이상인 고팽창

포의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1,2)

적응화재에 따라 포 배율을 저팽창에서 고팽창까지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는

고팽창포로 사용될 때 포의 확산성 및 유동성이 뛰어

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물론 지하실, 지하도,

터널 및 유출유 화재에 적용이 가능하며, 또한 수분함

유율이 좋아 일반화재에도 사용할 수 있고 대형 산불

화재나 선박화재에도 쓰인다. 특히 원액의 사용을 줄

여 원가절감이라는 장점을 더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고팽창포의 발포특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 중 약제의 물성을 제외하고 포원액의 농도,† E-mail: khoh@hoseo.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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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희석용액의 염도, 발포기의 풍량변화 및 스크린

매쉬를 변화시키면서 발포를 하여 이들 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포의 안정성 및 환원시간 등 발포특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포소화약제는 발포기구(mechanism)에 의해 크게 화

학포 소화약제와 공기포 소화약제로 나누어진다. 화학

포(chemical foam)는 산성액과 알칼리성액의 화학 반

응에 의해 발생되는 탄산가스를 핵으로 한 포이고, 공

기포(air foam)는 물과 약제의 혼합액의 흐름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발생시킨 포이다. 화학포는 화학 반응에 의

해 만들어진 포인 반면에 공기포는 기계적으로 발생시

켰기 때문에 기계포(mechanical foam)라고도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를 사용하

였기 때문에 Table 1과 같은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

제의 요구성능과 이론적 내용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2.1 합성계면활성제의 성분별 기능1)

물에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 주면 물결이 생기

면서 물이 부분적으로 솟아올라 U자 모양이 되고 이

것이 더 발달하면 O자 모양의 거품이 된다. 이때 순수

한 물의 표면장력이 커서 솟아오를 언저리가 서로 닿

기 전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평평한 수면이 된다. 그

중 일부가 거품이 되었다 하여도 거품을 형성한 물 분

자가 서로 당겨 수축하기 때문에 거품은 지속되지 못

하고 곧 파괴되어 물로 환원된다. 그러나 물에 표면장

력을 약 30 dyne/cm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계면

활성제를 첨가하면 표면장력이 감소되어 쉽게 거품이

형성되고 거품 안의 물이 밑으로 빠지는 속도도 반 정

도로 줄게 되어 거품의 수명도 길어지게 된다.5,6)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로 사용되는 합성계면활성

제는 대부분 탄화수소계로 되어 있으며, 주원료로는 기

포제·안정제·가용화부동제가 사용되며, 그 외에 소

량의 방청제, 방부제 및 경수연화제를 첨가한다. 

2.1.1 기포제

기포성이 있는 탄화수소계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

제의 주요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합성계면활성제

는 수용액으로 이온성을 나타내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온성 합성계면활성제와 비이온성합성계면활성제로 구

분된다. 또한, 이온성 합성계면활성제는 이온의 형태에

따라 양이온, 음이온, 양쪽성이온 합성계면활성제로 구

분된다.

합성계면활성제를 구성하고 있는 친수성기의 형태에

따라 황산에스테르형, 카르복실산형, 설폰산형, 인산에

스테르형, 아민염형, 제4급 암모늄형 등으로 구분되며,

기포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음이온 합성계면활성제

로서 황산에스테르염형인 고급알코올설페이트 또는 고

급알코올에테르설페이트(폴리옥시에틸렌, 알킬에테르설

페이트)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포소화약제의 제조에 있어서 합성계면활성제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천오염, 공해문제, 토양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안정제

합성계면활성제포는 포가 물로 환원되는 시간이 단

백포에 비하여 빠르고 안정성도 떨어지므로 이러한 이,

화학적 성능을 높여주기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다. 또

한, 고급알코올계 음이온은 활성제에 대하여 저급알코

올의 첨가는 포의 기능을 증대시키지만 안정성의 향상

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탄소의 수가 많은 라우릴 알코올 미리스틸 알코올

등은 포막에 수직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포의 안정

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첨가되는 양은 전체 용량

의 1~5% 정도 된다.

2.1.3 부동가용화제

1975년 이전까지의 합성계면활성제포에는 값이 저렴

하다는 이유로 메탄올(메틸알코올), 에탄올(에틸알코올)

이 부동제로 사용되었으나 화재의 열에 의해 인화될

우려가 있어 인화점의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현재는 에

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또는 글리콜에테르를 사

용하여 합성계면활성제포를 제조한다. 특히, 글리콜에

테르류인 에틸렌글리콜 알킬에테르나 디에틸렌글리콜

알킬에테르는 부동가용화 외에 고발포로 방출하는 경

우 포의 팽창율을 현저하게 증대시킨다.

Table 1. Properties of synthetic surfactant foam fire extinguishing agent

Property Value Property Value

Specific gravity

Viscosity

 pH 

0.9~1.2

under 200CST 

6.5~8.5

Liquid point

Sediment

Usage temp.

-12.5oC

under 0.1vol.% 

-10~+3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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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방청제

합성계면활성제의 저장용기에 대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계면활성제에 카르복실산 유기아민비누, 인

산에스테르염 등의 유기물과 폴리인산염, 아질산염, 규

산염 등의 무기물도 사용된다.9)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조된 저장용기의 경우 합성계면

활성제포에 대한 저장성은 단백포에 비교하여 부식성

(스테인레스 저장용기의 용접부위)이 크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2 고팽창포 성능 시험 규격 

ISO 규격 중 고 팽창포 포소화약제의 시험 기준은

ISO 7203-2(1999 :Fire extinguishing media-Foam

concentrates-Part 2 : Specification for medium and high

expansion foam concentrates for top application to

water-immiscible liquids)를 따르고 있으며,7) 국내에서

는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기준”에 준하

고8) 포소화설비는 화재안전코드의 규격에 따르고 있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3.1 포소화약제 시료

본 연구에서는 포원액으로는 D-Hifoam 과 호서대학

교에서 만든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를 시료로 사

용하였다. D-Hifoam은 사용농도 3%에서 가장 이상적

인 소화효과를 나타내며 1%, 2%, 3%, 6%형으로 다양

하게 사용되며 사용 온도범위는 −10oC~30oC로서 주성

분이 합성계면활성제로 본 연구의 목적인 고팽창포 발

포성능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료로 적합하여 선

택하여 사용하였다. 호서대학교에서 개발한 것은 염수

에서의 발포 실험을 위한 것으로 포소화약제 수용액의

염도변화에 대한 발포특성 실험에 1%형으로 사용하였다.

3.2 실험 장치

고팽창포의 발포시험 장치는 포약제의 적용 장소에

따라 육상의 경우는 소방검정공사 검정기술기준(KOFEIS

0103)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며 선박의 경우는 국제

해사기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국제표준화기구에 따른 ISO(International standards for

Organization)의 기준을 따른다. 본 실험에서는 Figure

1과 같이 ISO 7203-2 기준에 따라 제작한 발포장치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이 발포장치의 성능은 시간당

2000 m3의 풍량과 5 bar에서 6 l/min의 방사가 되어야

한다. 고팽창포는 이때 발생된 포의 발포배율이 200배

이상이고 50%의 포수용액이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데

필요한 시간 즉, 환원시간이 10분 이상이어야 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7)

이러한 ISO 7203-2의 발포장치에서 풍량의 변화 따

른 발포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인버터를 사용하여 발포

기의 모터 팬의 회전 속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하

였고, , 스크린 매쉬 변화에 따른 발포특성 실험을 위

해서는 ISO 720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형(Ø2 mm,

Pitch 3 mm) 외에 mesh No.7, mesh No.8, mesh No.10,

mesh No.12의 5 종류를 제작하였다. 발포시에는 표준

screen, No.7과 No.8의 조합, No.10과 No.12의 조합으

로 3가지 type으로 사용하였다.

표준 발포망은 두께 0.8 mm의 스텐레스 판에 타공

을 한 것이며 다른 4종류는 평직 철망으로 되어 있다.

환원시간 측정을 위해 ISO 7203-2에서 요구하는 형태

의 500 l 포 채집 용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Figure 1. High expansion foa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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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를 기반으

로 포원액의 물성을 제외하고 외적인 요인에 따른 포

수용액의 발포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포

실험 변수를 두어 발포된 포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3.3.1 풍량변화에 따른 발포실험

고팽창포는 발포기의 풍량이 발포배율 및 환원시간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발포기의 풍량을 조

절할 수 있도록 인버터의 주파수 변화에 의해 모터팬

의 회전속도 조절이 되도록 하였으며 전기주파수에 의

한 풍량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풍량변화에 대한 발포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

서는 포의 농도는 3%로 고정시키고 발포 스크린은 표

준형으로 고정하여 주파수(풍량) 변화에만 변수를 두

어 발포배율과 환원시간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3.3.2 포원액 농도 변화에 따른 발포실험

농도 변화에 따른 발포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모터팬

을 60 Hz로, 발포 스크린은 표준형으로 고정시키고 포

수용액의 농도만 1%, 2%, 3%, 6%로 변화시켜 발포배

율과 환원시간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3.3.3 스크린 매쉬 교체에 따른 발포실험

스크린 매쉬 형태에 따른 발포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는 포의 농도는 3%로 유지시키고 모터팬도

60 Hz로 일정한 풍량을 유지시켰으며 다만 ISO 7203-

2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형(Ø2 mm, Pitch 3 mm), 표준

사이즈보다 큰 mesh No.7, mesh No.8을 겹친 것과, 표

준사이즈보다 작은 mesh No.10과 mesh No.12를 겹친

것으로 변경시키며 총 세 종류로 발포실험을 하여 각

각의 발포배율과 환원시간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3type의 스크린 매쉬의

사진이다.

3.3.4 염도에 따른 발포 실험

무게비로 염도가 1%, 2%, 3% 4%가 되도록 소금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20리터 용기에 넣고 수용액 20 kg

이 되도록 물로 용해하였으며 각각의 농도에서 포원액

1% 수용액을 만들어 발포시켜 이때의 발포특성을 측

정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는 고팽창포 발포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4가지의 외적 요인을 변수로 하여 실험

한 결과 각 변수들에 따른 고팽창포의 발포특성은 다

음과 같다.

4.1 풍량변화에 따른 발포특성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포의 농도는 3%로 고정하고

스크린 매쉬 또한 표준형으로 고정하여 주파수(풍량)

만 변경시킨 결과 DS-Hifoam의 발포 특성을 Figure 3

에 나타내었다.

풍량변화에 따른 발포특성 실험의 경우 ISO 7203-2

의 기준에 의하면 발포배율이 200배 이상, 50% 환원

시간이 10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Figure 3의 a)

에 나타난 것처럼 40 Hz(19.62 m3/min)에서 60 Hz(26 m3/

min)의 변화를 준 풍량에서 발포배율은 기준치 이상의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풍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포배율

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Figure 3의 b)에서 50% 환원시간은 모든 풍량

Table 2. Wind flow rate of standard high expansion foam generator according to frequency of inverter of mortor 

Frequency (Hz) 70 65 60 55 50 45 40

Flow rate (m3/min) 28.11 26.13 26 25.03 22.95 22.44 19.62

Figure 2. Three type of foam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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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0분 이상이었으며 풍량이 증가 할수록 환원시간

도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포원

액은 3% 또는 6% 형으로 3% 수용액에서의 발포특성

은 풍량에 관계없이 기준을 만족함을 나타내었다.

 

4.1.1 포원액 농도 변화에 따른 발포특성

농도변화에 따른 발포특성 실험 역시 ISO 7203-2의

기준에 따라 발포배율과 환원시간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사용된 스크린 매쉬는

표준형 이었으며 인버터의 주파수는 60 Hz로 고정하여

풍량은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포 수용액 농도만 변화시

키면서 발포실험을 하였다.

농도 1%, 2%, 3%, 6% 모두 발포배율이 기준치 이

상이었으며 농도가 높아질수록 발포배율도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50% 환원시간은 농도가

1%, 2%일 때에는 기준시간보다 짧았지만 3%, 6%일

때에는 환원시간이 기준시간 이상으로 길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포의 형태가 3% 또는 6% 형이기 때문에 1%

나 2% 에서는 환원시간이 기준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3% 농도 이하

에서는 소화성능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4.1.2 스크린 매쉬 교체에 따른 발포특성

이 실험은 포원액 농도나 풍량의 변화없이 발포장치

의 스크린 매쉬를 앞에서 보여준 3종류로 교체하면서

실험하여 발표배율과 환원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았다. 즉, 농도는 3%, 인버터의 주파수는

60 Hz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며, 스크린 매쉬를 세 종류

즉 표준형(Ø2 mm, Pitch 3 mm), No.7(2.87mm), No.12

(1.52 mm)으로 실험하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Figure

6은 발포 스크린에 따른 발포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Figure 3. Foam gener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wind flow rate.

Figure 4. Foam gener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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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발포배율의 특성은 표준 스크린 매쉬를 포

함한 No.7, No.8을 겹친 것과 No.10, No.12를 겹친 것

모두 기준에 적합한 200배 이상의 발포배율을 보였으

나 표준 screen외에 평직 철망을 사용한 경우는 표준

screen보다 현저하게 낮은 발포배율을 보였다.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순수한 물을 사용하여 4가지 경우로

매쉬를 교체하면서 2분간 방사시켜 스크린에 부딪혀

흘러내리는 물의 채집된 부피를 비교하였다. 발포장치

의 특성상 스크린에 부딪히는 수용액이 포를 형성하며

스크린의 구멍을 통해 손실되는 양은 발포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량을 비교하여 발포배율이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하였다. Table 3은 측정된 채수

량과 손실량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평직 철망의 경우 망을 통과하여 발포되지 못

하는 손실량이 크기 때문에 발포 배율이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고팽창포 발포기의 개

발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50% 환원시간도 표준 스크린의 경우가

길고 철망의 경우가 약간씩 짧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예측해 보건데 이는 풍량과 screen mesh 크기

가 적정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발포배율과 긴 환원시간

을 얻어 소화효과에 좋은 성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1.3 염수 농도에 따른 발포특성

앞에서 사용한 포소화약제는 담수용으로 염수에서는

발포가 곤란하여 염수용으로 개발된 1% 용 합성계면

활성제 포소화약제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이 소화약

제를 이용하여 담수와 소금물 1%~4%까지 5종류의 수

용액에 대하여 발포실험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소금물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포 약제의 발포 배율과 50% 환원시간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잇다. 이는 고팽창포 소화약제의

원료 계면활성제가 대부분 음이온계면활성제로 소금물

Figure 5. Foam gener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creen mesh. 

Figure 6. Foam generation phenomena according to foam screen.

Table 3. Collected and loss volume of foam solution

according to screen type (liter)

STD.

type 

No.7/

No.8

No.10/

No.12

Free

 jet

Collected volume 11.1 9.4 9.45 13 

 Loss volume 1.9 3.6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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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존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과의 반응에 의해 발포

력을 잃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해수에 사

용하기 위해서는 양이온 존재하에서도 기포력을 갖는

계면활성제의 선택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발

포를 위해 사용되는 물의 오염이나 경도가 포소화약제

의 발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가 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고팽창포소화약제는 ISO 7203-2 기준에 의해 풍량

과 스크린 매쉬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본 연

구 결과는 새로운 소화약제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소

화약제의 혼합농도를 달리 할 경우, 풍량과 스크린 매

쉬의 크기가 소화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포배

율과 환원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1. 풍량이 증가할수록 발포배율과 환원시간은 증가

하는 경항이 있다.

2. 포소화약제 수용액의 농도가 정해진 농도 이상에

서는 비슷한 발포배율을 나타내는 반면 환원시간이 증

가하여 포 안정성이 증가됨을 알 수 있으며 소화효과

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스크린 매쉬의 형태가 평직철망 형태인 경우 표

준 타공망에 비해 노즐에서 방출되는 수용액의 손실

때문에 발포배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노즐에서 분사된

포수용액이 스크린 매쉬에 부딪쳐 액상으로 흘러내리

는 것이 포로 전환되는 메카니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4. 소금물에서 염도가 증가할수록 음이온과 양이온

의 결합으로 발포 성능이 떨어져 발포 배율과 환원시

간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소화성능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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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ansion ratio and drainage time according to salt concentration

Salt Concentration Plain water Salt 1% Salt 2% Salt 3% Salt 4%

Expansion Ratio 870 810 780 740 700

50% Drainage 11분10초 11분 5초  10분 56초 10분 37초 10분 2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