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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Group 

Since 1980

■  플랜트사업
■  선박소화장치
■  평형수처리장치 

엔케이텍은 해상용 포소화약제 전문 업체로
IMO(국제해사기구) Rule에 의한 인증을 취득하여 해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상용 저팽창포(단백포, 알콜포)
해상용 고팽창포(합성계면활성제포)

엔케이텍은 해상용 포소화약제 기술력과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육상용 포소화약제 시장 진출을 위해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수성막포(내한용, 초내한용), 알콜포, 고팽창포를 인증받아 
육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엔케이텍의 포소화약제는 잔류성 오염물질인 PFOS, PFOA 제로의 
포소화약제로 생분해성이 뛰어나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 
2차 환경오염으로 부터 자연을 보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FIRE FIGHTING EQUIPMENT

BWTS

Environment

Offshore Plant Business
Heavy-Industry Business

Technology Quality Management

Steps towards 
theFuture 

NK makes the future with the challenge to 
a new world and unswerving R & D efforts.
You shall be assured of our efforts 
for the world-highest precision and quality. 

NKTE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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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 (주)엔케이텍 설립
■  소화장치제조(가스계, 수계)
■  용기재검사 사업
■  플랜트사업
■  소화가스 제조
■  공기호흡기 가스제조

2005.01 (주)이엔케이설립
■ 대체에너지 기반 사업

(천연가스 산업용용기, 수소저장용기)

2002.04 더세이프티(주)설립
■  CNG & LNG 운송 사업
■  조선기자재 부품 사업

www.nktech.co.kr

NKFS-Foam / 03Page



Steps towards 
theFuture 

NK makes the future with the challenge to 
a new world and unswerving R & D efforts.
You shall be assured of our efforts 
for the world-highest precision and quality. 

수성막포 소화약제는 수성막기능을 강화하여 소화 후 재착화에 대한 대비가 탁월합니다. 불소계 계면활성제를 기초로 한

폼은 유류면을 빠르게 도포하여 산소를 차단하고 동시에 유증기를 억제하는 수성막을 형성함으로써 질식소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A, B급 화재에 우수한 소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 선박용 포소화약제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포소화약제를 

생산하여 석유 화학단지, 대형선박, 비행기 격납고, 유류저장소에 공급

- 국내 조선소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성동조선 등에 5년이상 납품 실적 보유 

-  육상용 규격보다 엄격한 IMO(국제해사기구)Rule 로 

MED(해양장비지침) B+D 인증서 획득, 연차검사에 의한 엄격한 사후 품질관리

- KR(한국선급)에 해상용 포소화약제 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 

전세계 선박의 포소화약제 품질검사 수행 중

NKFS-Foam

수성막포 소화약제 

알콜포 소화약제는 하이드로카본, 알콜 및 수용성 가연물 화재에 탁월합니다. 연소하고 있는 표면위를  빠르게 도포하여

산소를 차단하고 동시에 친수성 극성용매에 잘 용해되지 않는 고분자 겔을 액면 상부에 형성함으로써 질식소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A, B급 화재뿐 아니라 알콜, 에테르, 각종 화학물질에 우수한 소화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알콜포 소화약제 

고팽창포 소화약제는 합성계면활성제를 기반으로 하여 팽창비 500배 이상의 높은 팽창률로 입면화재(선박엔진룸, 보일

러실, 비행기 격납고, 터널화재, 대형창고)에 신속한 소화가 가능합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와 달리 방호공간의 밀폐여부에

영향이 적고, 질식에 의한 영향이 적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탁월합니다.

고팽창포 소화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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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격납고, 대형 석유화학단지, 유류저장소

고위험군의 석유화학플랜트, 화학단지에서는 화재유형에 적합한
소화약제가 필요합니다. 엔케이텍이 제공하는 수성막포는 석유화
학플랜트 화재에 적합하며, 석유화학플랜트 이외의 알코올, 에탄
올 등 극성용매에는 엔케이텍의 수성막형 알콜포를 추천합니다.

www.nktech.co.kr

해상 오프쇼, 플랜트, 각종 선박

선박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화재구역으로 최첨단의 소방기술이 요구
됩니다. 엔케이텍은 선박의 유류화재에 대응하는 소화약제를 공급
하고자 각종 화재유형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선박 갑판에서 발생하는 유류화재에 대응하고자 단백포를 공급하
며, 유류 이외의 극성용매, 기타 화학물질을 커버할 수 있는 수성막
형 알콜포를 제공합니다.
선박 유출유 화재 이외도 선박 엔진룸 이나 화물창고의 입면화재에
적합한 고팽창포 소화약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1
▶ 엔케이텍 소화약제는

환경에 영향이 적고

소화성능이 뛰어납니다.

(Non PFOS, Non PFOA)

▶ 취급이 용이하고 쉽게 

변질되지 않아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목적에 따라 극성, 비극성용매 화재 등 

가능한 많은 범위의 화재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 엄격한 해상용 포소화약제 

공급하고 있는 기술력 보유.

- IMO(국제해사기구)  
MED(해양장비지침)승인   

-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특•장점

우수한 
제조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산 제품

2
3

4

NKFS-Foam / 05Page



동물성 단백질을 주제로 한 단백포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조가 가능하며, 주로 

선박 유류탱크, 선박데크 화재에 적용 됩니다.

NKT LKD P3 IMO v v v

NKFS-AFFF3 

NKFS-AFFFL3 

KFI

K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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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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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K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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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v

v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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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KFI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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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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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T-AR33 3%

NKFS-ARA33

NK.D-101M

NKFS-HiFoam1

물과 혼합되지 않는 탄화수소계통의 

유류화재에 적용되며, 유면에 수성막필름을 

형성하여 유증기를 차단하여 빠른 소화가 

가능합니다.

수성막필름에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고분자 폴리머를 함유하여 유류화재 뿐 

아니라 극성용매, 알코올, 에테르, 

기타 화학물질 화재에 적용 가능합니다.

탄화수소계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제로 하여 고발포로 사용할 경우 

선박, 지하공간, 격납고, 창고 등 

높은체적의 방호대상에 적합니다.

유류

탱크

임업/

산림

해양/

선박

가스

설비

화학 

설비

석유 

화학

항공 

설비

전기 

설비

적용

기준
모델번호

단백포 / Protein Foam

수성막포 / Aqueous Film Forming Foam

수성막형 알콜포 /
Alcohol Resistant 
Aqueous Film Forming Foam

고팽창포 / High Expansion Foam

※본 제품 적용기준은 제품의 품질,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소화약제의 적용성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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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 적용기준은 제품의 품질,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nktech.co.kr

수성막포

Aqueous Film Forming Foam

적 용 
▶ 탄화수소 계열 연료(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류) 

▶ 대형 유류저장소 유출유 화재 

모델명

사용농도

형식승인번호

승인기관

외관

비중(20 ℃)

pH(20 ℃)

점도(20 ℃)

저장온도

유동점

저장기한(밀폐보관 시)

포장단위

NKFS-AFFFL3

3 %

포 16-7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미황색

1.05

7.0 ~ 8.0

5 ~ 10 cSt

- 20 ℃ ~ 30 ℃

- 22.5 ℃ 이하 

15 년

제품명 수성막포 수성막포 초내한용 

200 ℓ, 20 ℓ

NKFS-AFFF3

3 %

포 16-3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미황색

1.03

7.0 ~ 8.0

5 ~ 10 cSt

- 10 ℃ ~ 30 ℃

- 12.5 ℃ 이하 

1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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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포

Alcohol Resistant Aqueous Film Forming Foam

적 용 
▶ 탄화수소 계열 연료(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류)

▶ 극성용매(알코올, 에탄올, 에스테르 등)

▶ 유류저장소, 화학플랜트, 범용적 적용가능

※본 제품 적용기준은 제품의 품질,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사용농도

형식승인번호

승인기관

외관

비중(20 ℃)

pH(20 ℃)

점도(20 ℃)

저장온도

유동점

저장기한(밀폐보관 시)

포장단위

NKT-AR33 3%

3 %

MED-MB-1051-16

KR(한국선급)

미황색

1.05

7.0 ~ 8.0

1,500 ~ 2,000 cSt

- 10 ℃ ~ 30 ℃

- 12.5 ℃ 이하 

15 년

NKFS-ARA33

3 %

진행중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미황색

1.05

7.0 ~ 8.0

200 cSt

- 10 ℃ ~ 30 ℃

- 12.5 ℃ 이하 

15 년

제품명 알코올포(해상용) 알코올포(육상용)

200 ℓ, 20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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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 적용기준은 제품의 품질,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nktech.co.kr

고팽창포

High Expansion Foam

적 용 
▶ 선박객실 및 엔진실, A급, B급화재

▶ 대형창고, 비행기 격납고, 지하 터널, 공동구 등 입면화재

모델명

사용농도

형식승인번호

승인기관

외관

비중(20 ℃)

pH(20 ℃)

점도(20 ℃)

저장온도

팽창비

유동점

저장기한(밀폐보관 시)

포장단위

NK.D-101M 1%

1 %

MED-B-6176

DNV(노르웨이선급)

미황색

1.02

7.0 ~ 8.0

15 cSt

- 0 ℃ ~ 50 ℃

900배

- 8 ℃ 이하 

15 년

NKFS - HiFoam1

1 %

진행중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미황색

1.02

7.0 ~ 8.0

15 cSt

- 0 ℃ ~ 50 ℃

900배

- 8 ℃ 이하 

15 년

제품명 고팽창포(해상용) 고팽창포(육상용) 

200 ℓ, 20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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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towards 
theFuture 

NK makes the future with the challenge to 
a new world and unswerving R & D efforts.
You shall be assured of our efforts 
for the world-highest precision and quality. 

(사)한국선급 전문공급자 검사기관 등록업체

Foam Concentrate Testing Service

High Expansion Foam Test Sedmentation Test

Specific Gravity Test pH Value Test

Viscosity Test Low Expansion Foa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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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승인서 / Certificate

단백포 3% - MED / DNV 고팽창포 1% 시스템 / High Expansion
Foam System - MED / KR

고팽창포 1% / High Expansion Foam 
- MED / DNV

알코올포 3% / AR-AFFF
- MED / KR

초내한 수성막포 3% / 
AFFF 형식승인서 / KFI

수성막포  3% / AFFF 

- 형식승인서 / K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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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hol Resistant Aqueous Film Forming Foam
Aqueous Film Forming Foam
High Expansion Foam
Protein Foam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380 (원동)

www.nktech.co.kr
Tel: 031-377-3311〜2   Fax: 031-372-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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