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링클러헤드 정상상태와 동파로 인한 파손순서 그림
<1> 정상상태

<2> 동파로 인한 파손 (진행순서)

스프링클러헤드랑 연결하는

그림 1

레듀샤 안쪽이 얼어있는 상태.
그림 4

스프링클러헤드에 얼음이
얼어있는 상태.

그림 2
그림 5

얼음에 의해 감열부가 밀려나와
걸쳐있는 상태.

그림 6

1.얼음에 의해 밀려나와도
클램프링이 정상으로 벌어져있음.

그림 3

2. 납이 녹거나 또는 하중스크류가
풀리면 클램프링이 오므라들게 됨.

그림 7

감열체가 걸쳐있는 상태에서 물이 스프링클러헤드
안쪽까지 스며들어 얼어버리게 됨.

그림 8

얼음이 서서히 녹으면서 물이
서서히 나오다가 분사하게 됨.

■ 설명
1) 그림 ①~③의 정상적인 제품의 상태에서 소방용수가 얼면 그림 ④~⑧과 같이 시트홀더 (실링부)내부의 얼음 체적이 팽창하여 시트홀더 및 감열체가 밀려 나옴. 즉, 배관에 얼음이 고체상태로 있다가 난방에 위한
열에 의해서 고체상태의 물이 서서히 녹으면서 초기에는 소방용수가 미세하게 흘러나오다 시간이 지나면서 얼음이 완전히 녹아 메인 주펌프실에서 펌프가 가동되면서 감열체가 탈락되어 소방용수가 분출됨.
비고
정상작동시 납이 녹아 클램프링이 오므라들어
자동탈락 할수 밖에 없다는 구조임.

2) 감열체의 클램프링이 벌어진 상태에서 분리가 되려면 최소 200Kg 이상의 하중이 있어야 탈락하게 됨. 영하의 날씨때문에 얼음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여 감열체를 밀어내어 누수가 발생하게됨.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시험세칙 → 1.구조 , 1-1-3 내용첨부)

3) 동파의 이론적 원인
①물은 대기압하에서 0℃가 되면 얼어서 팽창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팽창력을 견디지 못하면 배관이 파열되는 것이다. 물 1kg 부피는 1/0.999즉, 1.00001L가 되며 0℃ 얼음 비중량은 0.1976kg/L이므로 1/0.9176 즉, 1.0898L
가 된다. 커지는 부피는 1.0909L~1.0001L 즉, 0.0897L 이므로 물이 얼게되면 부피는 약 9%가 팽창하게 된다. 이렇게 부피팽창때문에 생기는 팽창력은 일반적으로 170bar~250bar(압력단위)까지 매우 큰 값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다. 즉, 겨울철에 발생하는 배관의 동파원인은 물이 동결되면서 일어나는 팽창력 때문이다.
②물이 얼때는 부피가 대략 9% 정도 팽창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물의 부피가 커지는 이유는 고체화가 되면서 물 분자들이 틈이 매우 많은 결정 구조로 배열하기 때문이다.
물은 얼음이 되면서 6개의 물분자가 6각형을 이루는 구조를 갖는다.
이 구조는 분자 사이에 많은 빈 공간을 갖는다.
이 결과 물은 결빙시에 팽창하고 외부로 굉장한 힘을 가한다.
용기에다 물을 붓고 얼리게 되면 이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용기에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용기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얼면 부피가 증가하여 내부의 압력이 증가한다고 할수 있다.
여기서 내부란 용기내의 압력을 말한다
얼마의 압력변화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압력=힘/면적 이므로 물의 무게가 클수록 병이나 그릇 등 용기의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클 것이다.
겨울철에 동파되는 원인도 물이 얼어 부피가 증가하여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③만약 병에 물을 가득 담은 후 뚜껑을 열고 얼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얼음이 되면서 커진 부피만큼 병 밖으로 삐져 나온다.
만약 유리병에 물을 가득 담은 후 뚜껑을 닫고 얼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병이 깨지면서 얼음이 삐져 나온다.
물을 병에 담고 얼리면 부피가 커지면서 용기 벽에 힘을 가한다. 이때 이 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소시키려고 한다.
그 방법은 용기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얼음을 내어 보내는 것이다.
뚜껑이 닫히지 않은 병의 경우 주둥이쪽, 뚜껑이 닫힌 유리병의 경우 유리벽.
배관은 바로 꽉막힌 유리병과 같다. 배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 물이 얼면 배관 외벽을 누르는 힘이 점점 커지다가 제일 약한 곳(예: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감열부)을 뚫고 얼음이 삐져 나온다.

■ 동파사고 사례들 (주로 개별 난방을 하는 상가건물에서 발생함) - 특히 외기가 빈번히 유입될수있는 건물 출입구나 창문근처가 더 취약한 지점으로 확인됨.
① 남양주

②서울

③인천

④천안

찬기류

대부분 스프링클러헤드와 결합되는
⑤용인

레듀샤부분의 보온이 취약함.

⑥청주
1차

2차

1차사고 : 오전8시쯤 보안팀
직원이 감열판을 주웠고
오후3시에 물이 분사됨.

복지팀 직원이 출근후에 감열체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몇시간후에 물이 분사된 사례.

2차사고 : 오전7시반쯤
환경미화팀 직원이 감열판을
주웠고 오전 11시에 물이 분사됨.

■ 동파예방 및 피해최소화 방법
1) 겨울철에 개별로 난방하는 건물에서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실내 및 천장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시켜 누수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최소 0℃ 이상 관리)
※ 주로 새벽시간과 아침시간에 취약
난방으로 실내온도를 영상으로 유지한다해도
천장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으니 천장속 단열을 높이는게 필요함.

스프링클러헤드 연결배관이 설치되는
야간과 아침 시간에

천장공간은 보온이 취약하여 겨울철에

난방 필수

찬기류가 항상 형성되고 있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레듀샤(SP죠인트 연결부속 - 아래 사진)의 보온이 취약하여 보온을 처리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3) 만일 스프링클러헤드 감열체가 바닥에 떨어진것을 누군가 발견하였다면 즉시 관리사무소나 소방관리담당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방용수를 차단시켜야 한다.

감열체1

감열체2

감열체3

감열체4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