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관리표준악회 논문집 2010년 6월 

저13권 쩌12호， pp. 65-71 L,r\ ~극매삼린리표푼획획 
엇S퉁..J Korean Sαiety of Societal Security 

가스소호}설비를 이용한 목조 문호}재 적심부 호}재진압 

방법에 관한연구 

김현성* 김병선 · 조원철 · 임윤묵 

A Study on a Method for Fire Suppression in a Central Area inside the Roof 

of a Wooden Cultural Property using a Gas Extinguishing Apparatus 

Hyunsung Kim*, Byu ng Sean Kim, Woncheol Cho, and Yun Mook Lim 

접수일자 20 1 0년 4월 27일/심사완료일 2010년 5월 20일 

요 약 본 연구는 우리 조상의 소중한 목조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진압 방법 중 하나 

인 가스소화설비를 이용하여 목조문화재 적심부의 화재진압 방법에 관한 것이다 목조문화재는 적심부로 연소 전이시 진압 

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적심부 연소시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화재진압은 불가능하다 스프링클러설비 둥과 같이 현대 건 

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소화효과는 높은 반면에 설치와 작동에 따른 문화재 손상의 우려가 높아 목조문화재에 대한 

적용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소화효과를 거룰 수 있는 소화설비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타당성 

이 입증된 시험결과를 토대로 설치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적심부는 한국 고유의 건축방식으로 외국에 유사사례를 

찾아 볼 수 없어 고정소화장치 개발을 통한 화재진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가스계 소화설비 소화방법을 개발하여 

문화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연구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연구 실험 모형틀을 제작하여 

소화방법을 수립 ， 소화시설을 설치하여 l차로 개판 천공 주수공 설치의 화재진압 효과성을 실험하였고 2차로 개판 천공 소 

화가스 주입구 설치의 화재진압 효과성을 실험하였으며 그에 따라 숭례문과 유사한 목조 문화재의 경우 지붕의 적심부가 

화재진압의 성패를 결정함으로 향후 유사사건의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하여 소화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 

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목조 건축물(문화재) 진압대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가스계 고정소화설비의 설 

치를 통한 문화재 방화대책 효과의 과학적 검증을 제시하였다. 

액심용어 가스소화설비， 적심부， 화재진압， 천공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a ll1ethod for fire suppression in a central area inside the roof of a wooden 

cultllral property using a gas extinguishing apparatus, which is used as one of fire suppress ion ll1ethods with view to prevent

ing valuable wooden properties inherited fro ll1 ancestors frO Il1 being destructed by fi re. For a wooden property, it is very di f

ficult to sllppress fire when cO ll1 bustion spreads to a centra l area inside its roof, so it is ill1 poss ible to pll t out a fire without 

destructing it. SlIch a fire fì ghting apparatus as a sprinkler, etc. , installed in 1l10del1l structures , is very effective, but the pos

sibili ty of dall1aging a cultural property is highly probable after install ll1ent and operation, which leads to its low adaptability 

to a wooden property. Thu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fìre suppress ion apparatus was raised to ll1 ini ll1 ize the said prob

lell1 and to obtain the desired reslll ts, and the need of ll1aking a plan on the install ll1ent was also raised based on the results 

of a test whose validi ty was proven. The central area inside a roof is a tradi tional - archi tectural sty le which is fOllnd in 

Korean wooden structures only, so it is ill1poss ible to discover sill1 ilar cases in foreign countri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 fY the effecti veness by developing a fi xed fìre suppression apparatus designed considering the speed 

and effectiveness in fìre suppression. This study was sequentially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steps. First, a frame for thi s 

study was ll1ade and the specifì c plan on a fìre suppression method was established. Then, a fìre suppression apparatu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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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 led. [n the first step, the effectiveness for fire suppression was tested by installing va lve open - punched - main water 

pores, and in the second step, the same effecti veness was tested by va[ve opened - punched - injection ports. For a wooden 

property similar to “ Sungnyemun"(Gate of Exa[ted Ceremonies), its central area of the roof decides whether the fi re suppres

sion is successful or not, so the opinions on how to put out a fire were presented in thi s study, and thus the objective data to 

establi sh a method on fi re suppression in a wooden structure(cu ltura[ property) was secured. Last[y, a scientific verification in 

the effectiveness for fire suppression measures was presented by installing a gas - fi xed fire suppression apparatus. 

KEYWORDS gas fire suppress ion apparatus, central area inside the roof, punched 

1. 서 로
 」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숭례문 화재는 목조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내화조 건축물의 

현대 화재와는 달리 목조문화재의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 

한 특성을 갖고 있어 화재예방이 중요하고， 화재 발생시 

신고 그리고 초기진화와 대응이 실패 할 경우 전소에 까 

지 이룰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안겨 준 화재가 되었다. 

숭례문이 전소되자 초기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인식이 대 

부분이었으나， 숭례문의 구성요소인 적심은 진압하기 매 

우 어려운 구조이며， 유류를 이용한 방화는 연소가 급격 

히 이루어져 적심에 전이되면 진압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 

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훈소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지붕 속 적심은 기와에 쌓여있고 방수처리까지 되 

어있어 소화수가 스며들지 못했다 냉각수 대신 거품식 

소화약제인 산소 질식제를 투입했으나 결과는 실패하고 

말았다. 

스프링클러설비 등과 같이 현대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 

방시설은 소화효과는 높은 반면 설치와 작동에 따른 문화 

재 손상의 우려가높아목조문화재에 대한적응성이 낮으 

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소화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소화설비 개발이 펼요하게 되어 숭례문 화재사고의 

분석을 통해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활동의 어려움과 문 

화재 재난관리의 펼요성을 역설하고 향후 문화재 재난관 

리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서양의 경우 건축문화재가 대부분인 반면， 불교 문화권 

인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우 목조문화재가 대 

부분이다. 역사적으로 목조문화재의 경우 대부분 화재로 

소실되는 불운을 겪었다. 경복궁을 포함한 대부분의 궁궐 

은 1 592년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에 타 사라지고 말았다. 

이처럼 목조문화재의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목조 

문화재의 재료로 쓰인 나무의 주성분은 탄소입자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특히 건조 

되는 과정에서 목재에 틈이 생기면 나무의 연면적이 넓어 

지고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길이 닿는 면적도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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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게 된다. 또한 목조 화재의 경우에는 기와지붕을 전 

면적으로 해체하여야만 완벽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일반 목조건물의 경우에는 쉽게 접근해서 기와지붕을 해 

체할 수 있지만， 숭례문과 같은 대형 목조건물에는 지붕 

으로 접근하는 것 자제가 쉽지 않고 지붕으로 진입을 하 

였다 하더라도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창덕궁의 인정전과 

같이 지붕의 경사도(35도 내외)가 심한 곳에는 화재진압 

이 곤란하다. 

숭례문과 유사한 목조 문화재의 경우 지붕의 적심부가 

화재진압의 성패를 결정함으로 향후 유사사건의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하여 소화방법에 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할 펼요성이 대두 되 

었고 특히 목조문화재의 경우 지붕구조의 한 부분인 적심 

부로 연소 전이시 진압이 매우 곤란하고 화재진압의 성패 

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심부 연소시 파괴를 수반하 

지 않는 화재진압은 불가능하다. 또한 적심부는 한국 고유 

의 건축방식으로 외국에 유사사례가 거의 없다 따라서 화 

재진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정 소화 장치를 

통하여 문화재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스주입구 및 

주수공을 설치하는 방식의 소화방법 개발이 절실히 필요 

하게 되어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반복실 

험 및 실험관찰이 가능한 구조로서 적심부의 연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 조립식으로 제작된 두께 20mm 정도 

의 송판， 개판과 건조도가 양호한 한욱 사용 폐 통목과 산 

자(子)로 만든 적심， 진흙과 생석회 마사토를 혼합한 보토， 

생석회와 마사토를 혼합한 강회다짐으로 구성된 가로 4m, 

세로 1.5 m, 높이 [m, 받침 [m 크기 의 모형구조물을 구성 

제작하여 l차로 개판부에 1 20mm정도 천공을 하여 천공 

부로부터 [m 정도 이격된 거 리의 적심에 점화(연소상황 

은 인위적으로 점화하여 실시) 후 45 mm 관창 및 돌진관 

창을 이용 3회 반복 주수하여 개판 천공 주수공 설치의 화 

재진압 효과성을 입증을 위한 실험과 2차로 개판부에 가 

스주입용 접결구를 설치하여 천공부로부터 [m정도 이격 

된 거 리의 적심에 점화 후 소화 가스를 주입 개판 천공 소 

화가스 주입구 설치의 화재진압 효과성을 입증을 위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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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통해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목조 건축물(문화재) 진압대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와 가스계 고정소화설비의 설치 

를 통한 문화재 방화대책 효과의 과학적 검증 그리고 목 

조건물 형태 문화재의 화재진압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를 하였다. 

목조 문화재의 화재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소화방 

법이면서 고정 소화장치를통한화재진압의 신속성과효 

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를 하였다. 또한 목조문화재 

지붕 내부 적심부에서 연소 중인 화재의 진압설비 개발 

(분사노즐은 고정식， 가스용기는 이동식)과 화재진압방법 

의 효과적 개선을 위한 고정 소방용 가스계 소화설비의 

적정성 실험연구를 위해 연구를 하였다. 

2. 목재의 화재 특성 

2.1 목재의 발화 

목재의 발화 종류는 열분해로 발생한 가연성가스와 공 

기의 흔합기체 조성조건과 에너지 조건의 조합에 따라 

‘인화’하는 경우와 ‘발화’하는 경우 이외에 ‘무염발화’를 

일으키는경우가 있다 

이중 인화， 즉 착화원이 있는 경우의 발화는 분해가스 

가 두드러지게 방출되는 조건이 아니라면， 350 0 C 전후에 

서 일어나며， 옹도가 높은 경우일수록 인화에 필요한 시 

간이 단축된다. 하지만 조건 여하에 따라 157- 1 95 0C와 

같은 상당한 저옹에서도 인화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도 

목조건축이 밀집된 화재현장에서 연소속도를 빠르게 하 

는 원인 중에는 이 가연성 혼합기체의 인화현상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발화는 목재의 재종과 별로 관계가 없으며， 표 

면옹도가 약 490 oC(한댁건설기술연구원， 목조 건축물 원 

목 구조부재의 내화성능연구， 2008)에 이른 경우 발화 조 

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목재는 이 발화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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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목재발화의 구분(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목조 건축물 원목 

구조부재의 내화성능연구， 2008). 

nU 

뼈
 뼈
 뼈
 때
 

0 

{
μ〕
버
에
 {
이
땐
 

씨
렐
 빼
{〈
마
줍
짜
 

/ r =13 .000 ~21.000 

좌~9 였~1l .000 
ι- ←_X'4 . OOO~ 9.000 

5 10 15 

빼
 

J ” ‘ 

0표시 : 우영착화 X 표시 . 발엽 

그림 2. 복사에 의한 삼나무판 표면의 온도 상승(한국건설기 
술연구원， 목조 건축물 원목 구조부재의 내화성능연구. 2008) 

도보다도 낮은 옹도에서 무염발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열분해 결과 생긴 새로운 다공질 탄 

소가 공기 중의 산소를 강하게 흡착해 표면에서 산화현상 

을 일으켜 무염발화 즉 보통 ‘숭불’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목재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가열된 

경우， 보통 우선 맨 처음 이 무염발화가 생기고 그 결과 

생긴 열로 온도가 한층 올라가 발염연소에 이르는 경과를 

거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2.2 복사열에 의한 발화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에 복사열이 가해진 경우의 발 

화현상에 대해서， 삼나무판에 복사열을 가할 경우 최대 방 

시를 받는 점에 대한 온도-시간 곡선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오래된 목재가 새로운 목재와 비교해 무염발화에 펼요한 시 

간이 1 /2- 1 /3로 단축되며， 무염발화시의 온도는 오래된 목재 

가 새로운 목재와 비교해 약 20 0C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의 건조 정도에 따른 영향은 접촉시간이 0.5-0.7초 

와 같이 짧은 시간의 경우에는 발염발화에 영향을 주지만， 

1. 5초 이상이 되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 

으로 습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이상 

의 결과로 목재가 외벽에 사용된 경우 복사를 받는 열량 

의 한계를 정한 것이 표 l이다.8분간 지속하는 경우 소규 

모 구획 화재를， 20분간 지속하는 경우에는 대형화재의 

경우를산정한것이다. 

2.3 목재의 연소 

건축물 화재시 목재의 연소현상은 간단하게 불꽃과 같 

표 1 목재의 착호때| 필요한 복사열량 (kcal!m2h) 

새로운 목재 ! 오래된 목재 
8분 정도 지속 7,000 4,000 

20분 정 도 지 속 4,000 2,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목조 건축물 원목 구조부재의 내화성능연 

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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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목재의 연소시에 발생한 생성가스와 공기의 혼합기체 

의 발염연소， 연기나 유독가스와 같은 기체의 발생 현상 

이다. 

우선 연소생성가스에 대하여는， 목재의 성분은 재질에 

따라 별로 차이가 없으며， 건조한 상태에서는 함유수분~O) 

13%, 탄소(c) 43 .5%, 수소(H) 5.2% 및 산소(02) 38.3% 라 

고한다 

이 값을 이용해 목재의 연소에 필요한 최소공기 량(V)를 

구해보면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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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은 목재 1 kg 안의 m(kg)이 완전연소해서 CO2가 
되며 ， n은 마찬가지로 n(kg)이 불완전연소해서 CO가 된 

다고 가정한 것이다. m + n = 1이며， 또 위 식은 표준상태 

즉 I 기압， O OC의 상태를 나타낸다. 만약 완전연소(m= l ， 

11=0)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목재 1 kg을 연소시커는데 필 

요한 공기량은 3.98 m3/kg '=7 4 m3/kg이 된다. 이 공기량 값 

을 이용해 연소생성가스의 모든 용적 VG를 구해보면 다 
음과같다. 

VG = 0.72l m + l l27n + Q(3 98m + 2 04n)(m3/ kg) 

단， a는 이론적으로 필요한 공기 량에 대한 실제로 필요 

한 공기량의 비로 ‘공기과잉률’이라 부르는 값이다. 

또한， 건조목재의 진발열량(물의 기화열을 뺀 값)을 3.558 

kcaVkg으로 하고， 냉각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목재 연소 

시의 이론적 최고옹도를 구해보면 목재전체가 완전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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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목재 1 kg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배기가스용적(한국건설 
기술연구원， 목조 건축물 원목 구조부재의 내화성능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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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a = 1 인 경우에는 약 1 ，890 oC가 된다. 이것은 이론적 

최고옹도로 실제 측정에서는 목재의 경우 1,100- 1,300 oC 

가 최고 온도로 보고되 었다. 그림 3은 목재 1 kg이 연소한 

경우에 발생하는 가스의 표준상태( 1 기압， ooC)에서의 용 

적을 세로축에 가스온도(화염온도)가 500- 1,000 oC인 경 

우의 용적을 가로축에 나타낸 것이다(한국건설기술연구 

원， 목조 건축물 원목 구조부재의 내화성능연구， 2008). 

3. 가스소화설비 개발 실험 및 결과 

3.1 실험모형 

실험은 예비실험과 본 실혐의 2회 실험으로 진행되었 

으며 예비실험은 자체적으로 목조문화재 모형 적심부내 

화원과 방사지점과의 거리별로 소화가스(이산화탄소) 방 

사 후 소화상태 및 소화력을 확인하는 실험으로 화원은 

춧불과 숭불 2가지 형태를 하였으며 화원과의 거 리는 

50 cm, 1 m, 2 m의 3가지 형태이고 방사 압력은 5 kg/cm2, 

10 kg/cm2, 21 kg/cm2의 3가지 형태로 실시하였다 

본 실험은 화원과 방사 압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비실 

험과 동일하게 실시하였고 화원은 실화재 재현을 위해 솜 

에 시너를 묻혀 점화하였고 방사 압력은 I가지 형태압력 

(21 kg/cm2)으로만 이산화탄소를 방사하였다. 실험모형체 

크기는 높이 3m x 가로 5 m x 세로 3 m(지붕면적 17 m2, 

체적 3.75 m3, 적심부 두께 50cm이고 형태는 사다리꼴 모 

양을 상하 단면 형태로 제작하였고 실험기자재는 고압 이 

산화탄소 호스릴 소화설비(용기 내용적 68/, 충전압력 

45 kg/cm2
’ 
용기내압 250 kg/cm2)와 저압 이산화탄소 호스 

릴 소화설비(용기 내용적 45/, 충전압력 30 kg/cm2, 압력 

별 최대 10 kg/cm2 압력， 최저 1 kg/cm2을 방사하기 위한 

정압기 설치 )， 이산화탄소 전용 헤드(구경 25 mm) 및 오 

리피스옐산용귀 그리고 백관(직경 32mm), 례듀셔(32A*25A) 

등을사용하였다. 

3.2 실험장치 

실험 장치는 고정식 CO2 분사노즐에 이통식 GAS 용기를 

이용하여 소화GAS 배관을 연결시켜 분사하는 방식을 취 

하였다. 실험장치의 구성 원리는 적심부에 신속하게 소화 

가스를 방출할 수 있게 했고 시설의 설치 및 작동과 관련 

하여 문화재에는 손상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도록 조건을 

구성하였다 실용화 가능성을 위해 연구결과의 실용화가 

경제적이고 용이하도록 하였고 l방식 방법은 개판 또는 

석회천장에 가스분사 노즐은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고 유 

사시 소방대원이 GAS호스를 접결시켜 소화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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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모형체 

-{ 」! } -

그림 5 실험계통도 

| 지 응층 상부| 

| 지펀층 1'1 1 부 | 

그림 6. 화원 및 측정센서 위치도 

취하였으며 2방식 방법은 화재시 천공기로 개판 또는 석 

회 천정면을 소방대원이 천공하고 분사노즐을 구멍에 삽 

입시켜 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3.2 실험방법 

l단계로 개판부에 GAS주입용 접결구 설치하고 2단계 

로 지붕의 적심부에 점화한 후 3단계에는 이산화탄소 가 

스 주입하여 마지막 단계에 소화상태를 확인(일정시간 경 

표 2. 호}원형태에 따른 소화소요시간 

화원 방사 소화소요시간 

형태 거리 5 kg/cn꺼방사 10 kg/cm" 방사 21 kg/cm" 방사 

50 cm 1 분 11 초 42초 

춧불 1m 3분 22초 2분 7초 완전소화 

2m 효과없음 효과없음 

50 cm 。aA1Ii그L 효과미약 8조(완전소화) 

숭불 
1m 。aA43τ2그- 。aA4jf2i- *산소농도가 

5% 이하로 
2m 0aA}]Ii뜨 。aA4jfZEj 급격하락 

과 후 재발화 여부 확인)하였다. 방사압력 (3종류)의 차이 

에 따른 소화상태를 예비실험에서 확인하였고 고압 방사 

의 경우만 본 실험에서 소화상태를 확인하였다-

3.3 실험운석 

예비실험 결과는소화 GAS 노즐과화원과의 거리별(50 cm, 

1 m, 2 m)소화력이 확인되었다. 

실험을 분석한바 숭불인 경우 10 kglcn년 이하 저압으로 

7분 이상 방사하여도 효과가 국소적이고 미약하였고 고 

압(21 kglcm2)으로 방출시 소화효과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고압 방출의 경우 화점으로 예측되는 인근에 소화가스를 

누설량보다 많게 분사시키면 완전소화 또는 연소지연의 

효과가 있어 문화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화재를 진압 

하는데 유용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5분 이상 장 

시간 방출시에는 압력게이지 및 호스주변에 동결 현상이 

발생하였다 

본 실혐의 실험방법은 예비실혐의 결과에 따라 소화력 

이 입증된 고암방사 방식만 실험하였고 위험물질에 의한 

실제상황과의 유사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시너를 이용하 

여 적심부에 직접 점화하였고 일반적으로 화재가 최성기 

로 접어든다고 판단되는 점화 후 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화가스 l 병 방사하였다( 1 병 방사로 소화가 되지 않을 

경우 l병을 추가하여 연속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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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차 실험결과는 소화가스 주입구와 거리별 3곳(50 cm , 

1 m, 2m)에 점화(점화구는 직경 15 cm이며 솜에 시너를 

충분히 담근 후 점화). 5분 경과 후 고압소화가스(C02) 45 kg 

l 병 방사 후 소화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완전 방사 

후 일정시간( 1 0분) 이상 경과해도 재발화 하지 않았음 

2차 실험결과는 소화가스 주입구와 거 리별 3곳에 I차와 

동일방법으로 재 점화 1 0분 경과 후 고압소화가스(C02) 

45 kg 1 병을 방사하였다-

2차 실험은 당초 실험계획에 없었으나 I차 실험에서 소 

화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I차 실험보다 더욱 

가혹한 상황을 부여한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 실험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점화 후 10분 경 

과 시의 실험 모형 상황은 점화를 위해 천공한 부위는 산 

소공급이 다른 곳보다 용이하므로 화세가 최성기에 접어 

들었으며， 일부 적심으로 사용된 목재의 조각이 숭이 된 

상태로 닥하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실험모형체의 적심 

부 전반에서 연소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50cm 이내 점화장소는 완전소화가 됐으나 1 m, 2m 점화 

장소는 소화가 되지 않아 소화가스(C02) 45 kg 1병 추가로 

방사한 결과는 50 cm와 1m의 거리에서는 재발화가 일어 

나지 않았으나， 2m 지점에서는 화세가 미약해지다가 산 

소공급이 활성화되면서 재 발화가 일어났다. 

3.4 실험결과분석 

예비실험을 분석한바 숭불인 경우 10 kglcm2 이하 저압 

방식으로는 7분 이상 방사하여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 

으며 고압(2 1 kglcm2)으로 방사시 소화효과는 현저하게 

나타났음. 원인은 화원의 규모가 작고 방사거리가 가까워 

효과가 있고 장시간 방출에 따른 정압기 gauge 오작동 및 

호스주변에 Dry Ice가 생기는 등의 문제 발생하였다. 그 

리고 이산화탄소 방사 후 l분 4초만에 산소농도 3.5%로 

그림 7. 예비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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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본 실험 1차 결과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고 방사 후 2분 5초 동안은 산소농 

도 15% 이하의 상태가 유지되었음. 

그리고 본 실험을 분석한바 화재발생 후 5분 이내에 소 

화가스 투입 시 소화효과는 뚜렷하나， 10분 이상 경과 후 

에는 원거리 부위에서 산소의 농도가 정상상태를 회복하 

면서 재발화가 일어남. 

본 실험( 1 차)시 온도 및 산소농도 변화는 점화 5분후 

CO2 방사시 7분 5초(방사후 2분 5초 경과)에 최저옹도에 

도달하고 산소는 9분 10초(방사 후 4분 10초)에 최저산소 

농도에 도달하였다. 이유는 산소흡입 배관이 가연성이 있 

는 tube인 관계로 실험기기 안전차원에서 측정용 동관을 

써서 적심부내 산소를 끌어 들이는데 시간이 다소 걸려 

온도분포와 산소농도 측정 그래프가 다르기 때문이며 실 

제는 최저 온도와 산소농도 그래프가 유사한 형태를 나타 

냈으며 완전소화가 이루어졌다. 

본 실험 (2차)시 온도 및 산소농도 변화는 점화 10분후 

CO2 방사 시 11분 25초(방사 후 l분 25초 경과)에 최저옹 

도에 도달하고 산소는 14분 10초(방사 후 4분 10초)에 최 

저 농도에 도달하였으나， 다시 옹도가 상승하자 14분 44 

그림 9. 본 실험 2차 결과 



가스소화설비를 이용한 목조 문화재 적심부 화재진압 방법에 관한 연구 71 

초에 2차로 방사하였다. 다시 완전소화가 이루어지지 않 

아 진압대 투입 후 완전 소화가 되었다- 종합해 보변 화재 

단계가 초기의 훈소 상태이거나 중기단계 이하일 때에는 

완전소화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전부위 

에 걸쳐 화재단계가 최성기에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완전 

소화보다는 연소지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료프 
‘-

소화가스를 이용한 적심부 소화 작업은 화재초기에 실 

시될 경우 매우 효과적인 진화방법일 것으로 판단되나， 

중기 이후에는 소화효과가 미약하므로 지속적으로 소화 

가스 주입을 실시하여 연소 확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화재가 

중기를 지난 상태라 하더라도 연소지연효과가 확실하므 

로 적심부에 대한 소화가스 방사와 지붕 상부에서의 기핫 

장 제거를 통한 방수작업을 동시에 실시하면 문화재의 손 

상을 최소화하면서도 대원이 안전을 확보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조문화재의 적심부에 가스소화 약제를 사용하여 소 

화 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물을 이용한 방법과 달리 가스 

가 적심목 사이의 공간을 자유롭게 유통하여 확산되면서 

산소의 농도를 급격히 저하시키기 때문에 문화재의 손상 

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소화를 실시하는 방법인 

것으로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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