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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정성엽
화재는 사람들의 부주의 또는 기계의 오작동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데 작년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화재 통계 자료에 따르면 44,435건으로 매우 높은 수치이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또한 화재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학교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 화재
현장에서 초기에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화재 사고를 살펴보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학교 안의 학생들이 재빨리 화재
현장을 피해 탈출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다.
화재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 주변은 검은 매연으로 휩싸이고 불의 온도는 섭씨 1000도에서
2000도에 이른다. 이때 불의 온도로 인해 공기의 온도 또한 뜨거워질 것이다. 이 점을 이용해
화재시 어느 곳이 화재 현장이며 어느 곳이 안전한지를 알려 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이디어는 카멜레온 물감이라고도 불리는 ‘시온 안료’를 칠한 타일을 학교 벽에 설치하는
것이다. 시온 안료란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안료이다. 이 안료는 기준 온도에 도달함에
따라 색깔이 없어지기 시작했다가 기준 온도에 도달하면 투명해졌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원래의 색깔로 돌아오게 된다. 보통 이 안료의 기준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섭씨 70도이다. 이
특징을 이용하여 타일에 ‘위험’ 또는 ‘Danger’ 등 경고 표시를 적어놓고 시온 안료를 이용해 그
글씨를 덮은 뒤 학교 복도에 설치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기온을 살펴보면 올해 최고 기온은
섭씨 36도였으며 햇빛에 직접 달구어지지 않는 이상 타일이 섭씨 70도까지 올라갈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 타일을 설치한 학교에 화재가 났으며 초기 진압을 실패했다고 가정하자.
화재로 인해 주변은 매연으로 가득하고 비상용 손전등을 가지고 학교를 탈출하고자 한다.
하지만 불이 정확히 어디서 났는지 모르며 길을 잘못 드는 순간 불의 온도 그리고
호흡곤란으로 인해 생명 또한 위험해 진다. 이 때 타일의 색상변화를 살펴보며 화재현장을 피해
빠져나오면 된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시온안료는 점점 색깔이 없어졌다 기준온도를 지나면
투명해진다. 이것을 보고 화재가 색이 가장 투명한 쪽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났으며 타일의
색상이 가장 안 변한 쪽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중앙현관 그리고
좌측, 우측 계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일을 통해 판단했을 때 화재가 중앙에서 일어났으면
좌측, 우측 계단을 이용해 내려가고 좌측에서 일어난 경우 중앙 또는 우측 계단 그리고
우측에서 일어난 경우 중앙 또는 좌측 계단을 통해 탈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화재 현장에 바로 근처에만
색이 투명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화재 발생 시 엄청난 온도가
발생하는데 이는 벽을 통해 열이 전도되면서 충분히 멀리까지 경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타일에 써진 경고문을 형광으로 한다면 손전등이 없어도 조금이나마 형광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여 탈출이 가능하다. 만일 외관상의 문제라면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화재
길잡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이용하여 만들어 설치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굳이 타일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일반 벽에 경고문을
쓰거나 붙이고 위에 시온 안료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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