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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nomous fire detection and suppression system requires advanced technology for 

complex detection technology and injection/control technology for accurate hitting by 

fire location. Also, foam spraying should be included to respond to oil fires. However, 

when a single spray monitor is used in common, water and foam spray properties 

appear different, so for accurate fire suppression, research on the spray trajectory and 

distance will be required. In this study, experimental studies and numerical analysis 

studies were combined to analyze the foam spray characteristics through the spray 

monitor develop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utonomous fire extinguishing system. 

For flow analysis of foam injection, modeling was performed using OpenFOAM 

analysis software, and the commonly used foaming agent (Aqueous Film-Forming 

Foam) was applied for foam properties. The injection distance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injection pressure and the injection angle according to the form of the 

foam, and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were verified and presented through the 

injection experiment.

Keywords: AFDSS (autonomous fire detection and suppression system), Foam 
spraying characteristics, Large underground space, Fire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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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자율형 초동소화 체계는 복합적 감지 기술 및 화재 위치별 정확한 타격을 위한 분사/제어 기술등에 대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상황에 따라 유류화재에 대한 대응을 위해 폼(foam) 분사 기능이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분사 모니

터를 공용으로 사용할 시 청수와 폼(foam) 분사 특성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분사궤적 및 거리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형 소화체계 구축을 위해 개발된 분사 모니터를 통한 폼 분사 특성 분석을 위해 

실험적 연구와 수치해석적 연구를 복합적으로 수행하였다. 폼 분사에 대한 유동해석을 위해 OpenFOAM 해석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하였으며, 폼 특성은 일반적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소화약제 수성막포를 적용하였다. 폼 형태

에 따라 분사압, 분사각에 따른 분사 거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분사 실험을 통해 결과에 대한 검증 및 결과를 제

시하였다.

주요어:자율형소화체계, 폼 분사 특성, 지하대공간, 화재진압

1. 서 론

교통문제 및 도심지 과밀화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다수의 대심도 장대지하도로 및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

센터 등 지하대공간 개발이 늘어나고 있으나, 사매터널 화재 및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등 지하공간과 관련

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화

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계속되고 있으며, 과학계에서도 피해경감을 위하여 대형 화

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소방 대응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화재사고의 발생 빈도는 낮으

나 다수의 인적 ‧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터널 및 지하공간 등에서의 화재사고는 초동조치가 피해 저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위험 감지에서부터 대응까지 자율형으로 운영되는 대응 기술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를 자율적으로 탐지하고 초동진압하는 소화시스템 개발이 수행되고 있으며, 군함정 및 

다양한 민간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Menchini, 2013).

자율형 초동소화 체계는 복합적 감지 기술 및 화재 위치별 정확한 타격을 위한 분사/제어 기술등에 대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청수분사를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유류화재에 대한 대응을 위해 폼(foam) 분사를 접

목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분사 모니터를 공용으로 사용할 시 청수와 폼(foam) 분사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정확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분사궤적 및 거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재진압용 폼(Foam)은 포소화설비를 통해 분사되며, 유류화재의 위험이 큰 유조선이나 위험 화

학품 선적운반선의 화물구역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설치 및 사용된다(Lee et al., 2016). 또한, 민간 분야에서는 지

하주차장 및 창고시설, 터널 등에도 위험도 등급에 따라 권장시설로 분류되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형 소화체계 구축을 위해 개발된 분사 모니터를 통한 폼 분사 특성 분석을 위해 실험적 연구

와 수치해석적 연구를 복합적으로 수행하였다. 폼 분사에 대한 유동해석을 위해 OpenFOAM 해석 소프트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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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모델링을 하였으며, 폼 특성은 일반적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소화약제 수성막포(AFFF) 6%를 적용하

였다. 폼 형태에 따라 분사압, 분사각에 따른 분사 거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분사 실험을 통해 결과에 대

한 검증 및 결과를 제시하였다.

2. 폼(foam) 소화

폼(foam) 소화 장치의 정식 명칭은 ‘포소화설비’로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 효과가 적거나 또는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 대표적으로 유류화재 소화에 사용되고 있다. 포소화설비는 연소면을 포말로 뒤덮

어 산소공급의 차단에 의한 질식작용과 포에 함유된 물에 의한 냉각작용을 주된 소화원리로 하여 소화목적을 달

성하는 소화설비로서, 종류에 따라 일반 물에 발포용 약제를 희석하거나, 물에 약제와 압축 기체를 이용하여 강제 

희석 후 분사하는 두 가지 형태이다(Korea Fire Safety Standards, 2007). 국내의 경우, 포 약제의 발포성능은 팽창

비를 기준으로 저발포(팽창비 20 이하)와 고발포(팽창피 80 이상 1,000 미만)로 분류하고 있으며, 차고 ‧ 주차장 ‧ 

선박 등에 적용되는 포소화전 및 호스릴포등 비교적 원거리의 목표물을 향해 분사해야하는 경우 저발포용 포 약

제를 사용하고, 창고 ‧ 물류시설 ‧ 격납고 등과 같이 대공간에 급속한 소화가 필요한 경우 고발표용 포 약제가 적용

된다(National Fire Agency, 2021).

현재 국내의 포소화설비 기준은 소방청고시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와 ｢소화약제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에는 포소화설비에 대한 성능기준은 물론 설비의 구성품

에 관한 성능기준 및 장치/시스템에 대한 구성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National Fire Agency, 2017; 2021).

3. 자율형 초동진압용 소화장치를 이용한 분사 실험

3.1 분사 실험방법

자율형 소화체계 내 폼(foam) 분사 장치 적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CFD 해석 기법의 검증방안으로 실제 

분사모니터를 이용한 분사 실험을 수행하여 비교분석용 실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실험은 배플(Baffle)을 분리

한 분사모니터의 직후단에 Line proportioner 방식의 폼 혼합장치(Ejector)를 설치하여 압력변화에 따른 청수 및 

폼(foam)의 분사거리를 측정하였다.

Fig. 1과 같이 사용된 분사모니터는 직경 65 mm 배관에 상하좌우 방향 제어를 위해 2개의 모터가 장착된 다관

절 형태을 띄고 있으며, 관의 내부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S자형태(90° Elbow 2개, 180° return bends 1개로 구

성)의 곡선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폼 혼합장치(Ejector) S사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Foam ejector를 설치하였다. 소화 약제 인입을 유도하는 

본류 조건(분사압 7 bar 및 유량 1,324~2,839 LPM)에서 1~6% 비율의 폼이 혼합되어 분사되도록 설계되었다. 다

만, 본 실험을 위해 적용된 분사 모니터의 특성상 분사 유량이 폼혼합장치 설계 사양 보다 상이한 성능조건으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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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제 설치한 조건에서의 분사 실험을 통하여 혼합 비율을 재산정하였다. 재산정 방법은 18 L의 약제가 전량 소

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사된 물의 양을 측정하여 혼합비를 파악하였고, 2회 반복 실험을 통해 평균값을 산출

하여 결과를 보정하였으며, 그 결과로부터 아래 Table 1 및 Fig. 2와 같이 실제 혼합비 2.37%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사압력 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Case #1에서는 23초 동안 분사압력을 0.3 bar에서 3.1 bar까지 증가시켰

으며, Case#2에서는 20초 동안 분사 압력을 약 2.0 bar로 고정하여 인입되는 소화약제 주입량을 측정하였다.

Fig. 1. The spray monitor for AFDSS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calculating the average mixing ratio of water and fire extinguishing agents

Case
Amount of fire extinguishing 

agent injected (L)

Total water 

mass flow (L)

Outlet pressure 

(bar)

Mixing ratio of water and fire 

extinguishing agent (%)

Average mixing 

ratio (%)

#1 18 719.1 0.3~3.1 2.44
2.37

#2 18 766.9 1.9~2.0 2.29

Fig. 2. Spray angle (30°) and distance measurement on the spray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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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포소화약제는 수성막포(Aqueous Film-Forming Foam, AFFF)로 비중 1.03 (at 20°C), 확산계수 4.5의 

특성을 가지며, 직경 25 mm의 플렉시블 호스를 통해 폼 혼합장치로 약제가 인입된다.

실험은 분사 모니터 분사각 30°, 분사압 0~3.9 bar 범위로 선형적으로 증가시켜 폼(foam) 분사거리를 측정하였

다. 분사압은 분사모니터 직후단에 설치된 압력계를 통하여 측정되었으며, 주 펌프의 출력을 조정하여 조절하였다. 

거리 측정은 Fig. 3과 같이 10 m 단위로 거리 측정 이정표를 배치한 후 영상 분석을 통해 도달 거리를 분석하였다.

Fig. 3. Spray angle (30°) and distance measurement on the spray monitor 

3.2 분사 실험결과

폼(foam) 분사 실험은 Fig. 4와 같이 분사압력을 0에서 3.9 bar까지 단계별로 증가시켜 총 63초 동안 수행하였

으며, 분사압이 2 bar로 안정된 29초가 되는 시점부터 폼소화약제를 주입하여 폼 형태로 분사하였다. 이 때, Fig. 5

와 같이 측면에서의 영상 촬영을 통해 분사되는 폼의 도달거리를 측정하였다.

Fig. 4. Comparison of outlet pressure and spray distance along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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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oam spray distance according to outlet pressure

주 펌프를 이용하여 가압을 시작한 후 15초가 경과되면 분사압이 0.4 bar가 되고 도달거리는 10 m에 이른다. 

21초까지 분사압을 2.0 bar 맞추고 약 8초정도를 유지시키다가 29초가 되는 시점부터에 폼 혼합장치 밸브를 열어 

폼을 주입하였다. 주입 직후 도달거리는 18 m로 측정되고 있으며, 38초부터 다시 가압되어 2.0 bar에 20 m, 43초

에 26.5 m (2.9 bar), 56초에 최대분사거리인 30 m (3.7 bar)까지 도달하고 있다.

시간에 따른 압력 및 도달거리 결과를 이용하여 Fig. 6과 같이 압력 조건에 따른 폼 분사거리 특성을 나타냈다. 

분사압력이 0.5 bar에서 3.9 bar까지 증가할 때 분사거리는 10 m에서 30 m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결과로부터 

폼 분사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선도를 구하였으며, 분사압력이 1 bar 증가하면 분사거리는 약 6 m가 늘어나는 결

과가 나타난다. 이 결과는 이어지는 CFD 해석기법에 대한 결과값과 비교분석 되어 수치해석 결과값의 타당성 검

증에 이용될 것이다. 실험시 발생된 분사유량은 Fig. 7과 같다.

Fig. 6. Foam spray distance according to outle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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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ss flow rate for spray water

4. 폼(foam) 분사 특성에 대한 CFD 해석

본 절에서는 폼 분사에 대한 CFD 해석을 위하여 openFoam v9을 사용하였다. Open Foam은 Hrvoje Jasak과 

Henry Weller에 의해 개발되어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적용하여 오픈소스로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다.

4.1 CFD 적용 기법 및 이론

본 수성막포 폼(foam)분사에 의한 유체 유동은 비압축성, 비정상상태이고, 다상유동이다(Grosshans et al., 2016). 

따라서 해석에 적용된 지배방정식은 2개의 상 유동에 적용하는 VOF (Volume of Fluid)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난류 모델은 k-epsilion 모델을 적용하였다.

[Continuity equation]

∇∙    (1)

[Momentum equation]

∇∙ ∇∇∙    (2)

[Volume of Fluid (V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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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

여기서, 는 속도 벡터(m/s), 는 밀도(kg/m3)를 나타내며, 각 변수의 하첨자 은 액체 밀도(kg/m3),   기체 밀도

(kg/m3) 이다. 또한, 기호 는 VOF의 상태를 나타내는 값으로 주어진 체적에 대하여   = 0이면 공기,   = 1이면 

액체가 검사 체적에 대하여 100% 차지 한다는 의미이다.

4.2 CFD 모델링

본 수성막포 폼(foam)분사 특성인 분사거리를 예측하기 위하여 2차원으로 CFD 모델링을 적용 하였다. 2차원 

해석은 Simulation 계산소요 시간의 단축 및 분사거리에 대한 특성을 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해석 대상은 최대

한 단순화 하였으며 격자는 육면체 격자(Hexahedral Mesh)를 사용하였고 격자 생성은 아래 Figs. 8, 9와 같다.

Fig. 8. Geometry for CFD simulation

Fig. 9. Hexahedral mesh for CF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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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FD 해석 결과 분석

CFD에 의한 수성막포 폼(foam)분사거리 예측기법을 정립하기 위하여 입력이 되는 수성막포 폼에 사용되는 

약재와 혼합된 액체의 점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서 측정된 분사거리를 이용하여 약재

의 점성 별 CFD 수행결과를 통하여 실험값과 일치하는 점성을 찾아내었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CFD해석은 동점성계수가 0.000001~0.000012 (m2/s)의 범위에서 수행하였으며, 

동점성계수가 0.000008 (m2/s)일 때 방수거리에 대한 실험값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 Simulation result of foam spray distance according to viscosity (outlet pressure: 2 bar)

결정된 점성값을 이용하여 다음 Table 2와 같이 세 가지 CASE에 대하여 수행하여 실험 분사거리 데이터와 비

교하였다. 수성막포의 물성치로 밀도 1,020 kg/m3, 동점성계수 0.000008 (m2/s), 표면장력 0.072 N/m를 적용하

였다.

Table 2. Case study on foam spray

Case No. Outlet pressure (bar) Foam monitor angle (degree, °)

1 2 30

2 3 30

3 3.9 30

CFD 해석 결과를 각각의 CASE별로 실험데이터와 비교한 것은 아래 Figs. 11~13와 같다. 그림에 표현된 alpha 

water는 전술한 α값이며 0일 때 공기이고 0 초과이면 주어진 체적에 대하여 액체가 포함된 비율을 의미하며 본 

수성막포는 경계면에서 공기비율이 큰 액적 형태로 분포하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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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ASE 1 simulation result of foam spray distance for outlet pressure (2 bar)

Fig. 12. CASE 2 simulation result of foam spray distance for outlet pressure (3 bar)

Fig. 13. CASE 3 simulation result of foam spray distance for outlet pressure (3.9 bar)

CFD 해석결과와 실험결과에 대해 분사거리 결과를 비교하면 최대 9.4% 차이를 보이며 실험결과와 동일한 패

턴을 보이고 있고 최대 압력에서는 실험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3.3%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CFD에 

의한 수성막포 폼(foam)분사거리 예측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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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Figs. 14~16에서는 각 분사압력별도 분출되는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분사압력에 따른 분사속도는 2 bar

에서는 약 14 m/s, 3 bar에서는 16 m/s, 3.9 bar에서는 18 m/s로 분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속도분포의 패턴은 

2~ 3.9 bar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분사되고 있다. 속도 패턴을 보았을 때 분사되어 지면에 부착이후에도 반동되어 

지면에 재부착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분사포의 액체와 공기 층 사이 경계층에서 강한 와류

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면에 부착된 이 후 분사노즐 방향(상방향)으로 되돌아 가는 일부 유동도 관측

이 된다. 이는 지면에 부착될 때 충돌할 때의 총 운동량이 보전이 되기 위하여 분사 유동방향뿐만 아니라 반대로

도 지면을 따라 유동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4. CASE 1 simulation result of foam spray velocity for outlet pressure (2 bar)

Fig. 15. CASE 2 simulation result of foam spray velocity for outlet pressure (3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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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ASE 3 simulation result of foam spray velocity for outlet pressure (3.9 bar)

본 연구에서는 분사거리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CFD 기법을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Figs. 17, 18의 액체거

동이나 속도분포에서 포로 분사되었을 때 주 액체 거동은 표현이 잘 되었으나 액체에서 Break-Up 현상의 구현은 

부족하였는데, 이는 액적보다 격자의 크기가 커서 작은 액적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액체가 Break-Up되어 분무 형태로 미립화 되는 과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분히 격자가 작고 액체거동에 따

라 밀집되어 해석을 진행하는 dynamic mesh 기법을 적용하여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Fig. 17. Foam spray distance according to outle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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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urve fitting for the simulation result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율형 소화체계 구축을 위해 개발된 분사 모니터를 통한 폼 분사 특성 분석을 실험적 연구와 수

치해석적 연구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압력증가에 따른 폼 분사거리를 실험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동시에 수

치해석적 연구를 위한 해석 기법을 정립하고 분사압력별 분사결과를 얻어 실험결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수성막포 폼분사 실험에서는 분사압력이 0.5 bar에서 3.9 bar까지 증가할 때 분사거리는 10 m에서 30 m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결과로부터 폼 분사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선도를 구하였으며, 분사압력이 1 bar 증가하

면 분사거리는 약 6 m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난다.

2. 2. CFD 해석결과와 실험결과의 오차율을 비교하면 3.3~9.4%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며, 실험결과와 유사한 패

턴을 보이고 있어 VOF 방법을 적용한 수성막포 폼(foam)분사거리 예측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렇

게 확립된 CFD 기법을 적용하여 분사 압력별로 수성막포 폼분사의 분사거리 예측 기술을 확립하였다.

3. CFD를 통한 방수포의분사해석에서 주 액체거동의 Break-Up 현상 및 액적(분무) 현상에 대한 해석이 미흡하

나, 이는 2D 해석의 한계와 격자의 Size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작은 액적의 유

동이 해석될 수 있도록 유동에 따라 조밀한 격자를 생성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dynamic Mesh기법 적용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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