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국내에서 201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소방안전에 대한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Based Design, PBD)에는 특정소

방대상물의 용도,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

을 고려하여 공학기반의 화재안전 성능평가기법이 적용되

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재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되는 허용

피난시간(Available Safe Egress Time, ASET)이 피난시뮬레

이션에 의해 예측되는 요구피난시간(Required Safe Egress 

Time, RSET)보다 클 때, 건축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다는 

Timeline 분석이 적용되고 있다.(1) 국내 PBD에서는 화재시

뮬레이션을 위하여 대표적인 화재모델인 Fire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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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밀폐된 구획실 화재에서 화원의 면적 및 위치, 화재성장률, 구획 체적의 변화가 열발생률을 포함한 주요 화재특성

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되었다. 이를 위해 닫힌 개구부가 적용된 ISO 9705 화재실을 대상으로 Fire Dynamics Simulator 

(FDS)를 활용한 화재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주요 결론으로서, 화원의 면적 및 위치의 변화는 최대 열발생률, 총 

열량, 상층부의 최대 온도 및 화학종 농도를 포함한 구획 내의 열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화재성장률과 구획 체적의 증가는 최대 열발생률 및 총 열량의 증가를 가져오며, 한계산소농도

의 감소 및 최대 CO 농도의 증가를 발생시킨다. 마지막으로 화재성장률과 구획 체적의 함수로 표현된 최대 열발생

률의 상관식을 도출하여, 밀폐된 구획실 화재에 대한 화재성장곡선의 적용을 위한 방법론이 제안되었다.

ABSTRACT

The effects of changes in area and location of fire source, fire growth rate, and volume of compartment on the major fire 

characteristics, including heat release rate, in closed compartment fires were examined. To this end, a fire simulation using 

Fire Dynamics Simulator (FDS) was performed for ISO 9705 room with a closed opening. As main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changes in the area and location of fire sourc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therm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inside 

the compartment, such as maximum heat release rate, total heat release, maximum temperature at upper layeras well as species 

concentrations. However, increasinthe fire growth rate and volume of compartment resulted in increase of the maximum heat 

release rate and total heat release, decrease in the limiting oxygen concentration and increase in the maximum CO 

concentration. Finally, a methodology for the application of fire growth curves to closed compartment fires was proposed by 

deriving the correlation of the maximum heat release rate expressed as a function of the fire growth rate and the volume ratio 

of compartment based on the ISO 9705 room.

Keywords : Performance-Based Design (PBD), Fire Dynamics Simulator (FDS), Compartment Volume, Fire Growth Curve, 

Maximum Heat Relea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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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or (FDS)(2)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때 ASET은 

호흡한계선에서의 온도, CO 및 가시도가 인명안전 기준에 

도달하는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화재시뮬레이션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수치적 및 물리적 입력인자의 적절성

은 수치해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열발생률(Heat Release Rate, HRR)은 시간당 공급

되는 열에너지로서, 유효 연소열과의 관계를 통해 시간당 공

급되는 연료의 양을 의미한다. 그 결과 화재시뮬레이션에서 

열발생률은 화재로 인한 열 및 화학적 특성을 결정짓는 가

장 중요한 입력인자로 알려져 있다.(3)

화재시뮬레이션에서 시간에 따른 열발생률을 고려하기 

위하여, 주로 화재성장률(Fire growth rate)과 최대 열발생률

의 정보가 포함된 화재성장곡선(Fire growth curve)이 적용

된다. 화재성장률과 최대 열발생률의 정보는 화재시나리오

에 따라 문헌에 보고된 단일 및 복합 가연물별 또는 공간 

용도별 화재실험 결과들을 근거로 설계자의 공학적 판단 

하에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4) 이들 화재물리량을 측정

하는 화재실험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일 및 복합 가연물의 열발생률이 개방된 공간에서 측정

되는 것이며,(5) 두 번째는 공간 용도별 상황이 설정된 구획

실 내에서 측정되는 것이다.(6-8) 이때 가연물의 종류 및 배

치, 바닥 면적당 화재하중(Fire load), 구획의 형상 그리고 

개구부 크기 및 위치에 따른 환기율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

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단일 가연물의 

화재실험을 통해 가연물의 표면적 또는 질량과 최대 열발

생률의 비례적 상관관계를 도출함으로써, 공간 용도별 최

대 열발생률을 산정하는 통계적인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9) 

그러나 이들 실험결과는 신규 특정소방대상물의 PBD 수행 

시 고려되는 환기율, 공간의 형상 및 체적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화재시뮬레이션 결과는 실험결과와 상이한 화재의 

열 및 화학적 특성을 제공할 수 있다.

제한된 실험결과를 활용한 국내 PBD의 화재안전성능평

가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ure 1은 화재실험

을 통해 산출된 열발생률이 ISO 9705 화재실의 화재시뮬레

이션에 적용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a)는 개방된 

공간에서 헵탄 Pool 화재에 대한 열발생률을 측정하고, 문

헌(10)에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화재특성을 가장 효율적

으로 재현할 수 있는 단순한 화재성장곡선을 도출한 결과

이다. Figure 1(b)는 화재성장곡선을 일반적인 개구부 또는 

밀폐된 ISO 9705 화재실에 적용한 화재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개구부가 존재하는 ISO 9705에서는 충분한 

환기조건으로 적용된 화재성장곡선과 유사한 열발생률이 

예측되었다. 그러나 밀폐된 구획실에서는 제한된 산소량으

로 인하여 예측된 최대 열발생률이 입력치의 약 50%에 도

달한 후에 자연적으로 소화(Self-extinguishment)되는 결과

를 보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국내 PBD 보고서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될 수 있으며, ASET을 증가시키기 위하

여, 체적이 작은 화재공간에서 닫힌 개구부가 적용되거나 

부분적으로 개방된 개구부 조건들이 적용되고 있다. 즉, 

PBD 설계자가 특정 화재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문헌에 제공

된 화재성장률 및 최대 열발생률을 화재시뮬레이션 입력정

보로 적용하더라도, 설계공간의 화재환경이 다른 경우 구

획실의 온도, 열유속, CO 및 가시도는 부적절하게 예측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방 또는 특정 개구부가 존재

하는 구획실에서 측정된 열발생률을 임의의 설계 화재공간

에 적용할 때 어떠한 상관관계에 의해 변환 및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획화재는 구획의 형상, 연료종류 및 분포, 개구부의 크

기 및 형상 등에 의해 매우 다양한 거동을 보인다.(11) 특히 

동일한 연료의 양 및 분포의 조건에서 환기조건의 변화는 

연소효율과 더불어 열발생률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기 때

문에, 개구부의 면적, 형상 및 위치변화가 화재특성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12-15) 또한 개구

부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구획 형상 및 체적변화가 화재특

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6) 그

러나 국내 PBD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밀폐된 공

Figure 1. Design curve deducted from experimental data and predicted heat release rates with or without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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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구획 형상 또는 체적이 열발생률의 변화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밀폐된 구획실에서 화

원의 면적 및 위치, 화재성장률, 구획 체적의 변화가 화재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체

적으로 이들 조건에 따른 최대 열발생률, 총 열량, 상층부

의 최대온도, 그리고 O2 및 CO 농도 변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밀폐된 구획의 체적변화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최대 열발생률을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PBD 수행 시 문헌을 통해 인용될 수 있는 화재성장률과 설

계 공간의 특정 체적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최대 열발

생률에 관한 상관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PBD에

서 적용되는 밀폐된 구획화재의 시뮬레이션에서 기존 실험

결과를 활용한 화재성장곡선 도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수치해석 방법 및 조건

밀폐된 단일 구획실로는 Figure 2에서와 같이 개구부가 

닫힌 ISO 9705 내부 형상이 고려되었으며, 화재시뮬레이션

을 위해 대표적인 Field 모델인 FDS Version 6.5.3(2)이 사용

되었다. 점화 이후 구획실 내부의 압력상승으로 인한 압축

성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개구부 바닥면에 NFSC 

501A(17)를 근거로 0.020 m2의 누설틈새 면적이 적용되었다. 

연료로는 헵탄이 사용되었으며, 정사각형 단면형상을 갖는 

화원이 적용되었다. 구획 벽면은 선행 실험연구(12)에서와 

동일하게 Cerakwool fiber blanket 단열재가 적용되었다.

밀폐된 구획에서 열발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자로서, 화원의 면적, 화원의 위치, 화재성장률 및 구획

의 체적이 고려되었다. 상세한 계산조건은 Table 1에 제시

되었다. 구체적으로 화원의 면적()이 화재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0.25~1.0 m2의 범위에서 4가지가 

고려되었다. 이때 화원은 구획 바닥의 중앙에 위치되었으

며, 화재성장률은 Fast로 고정되었다. 또한 구획 체적은 실

규모 ISO 9705 화재실이 적용되었으며, 이때 구획의 상대

길이()는 100%에 해당된다. 화원 위치의 변화가 화재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는 1.0 m2으로 고

정하였으며, 화원의 위치는 Figure 2의 바닥면에 표기된 바

Major Parameters
Area of Fire 

Source (m2)

Location of Fire 

Source

Fire Growth 

Rate

Relative Lengths (

) of Compartment 

Based on ISO 9705 Room (%)

I. Area of Fire Source

0.25

Center Fast 100 (

=2.4 m, 


=3.6 m, 


=2.4 m)

0.50

0.75

1.00

II. Location of Fire Source 1.00

Center

Fast 100
Rear Wall

Side Wall

Corner

III. Fire Growth Rate 1.00 Center

Slow

100
Medium

Fast

Ultra-fast

IV. Compartment Volume (

/100)2 Center

Slow
25 (


=0.6 m, 


=0.9 m, 


=0.6 m)

33, 50, 100, 150, 200, 250

300 (

=7.2 m, 


=10.8 m, 


=7.2 m)

Medium

Fast

Ultra-fast

Table 1. Numerical Conditions Considered in the Present Study

Figure 2. Schematic of ISO 9705 room with a closed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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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중앙, 뒷면 벽, 측면 벽, 그리고 모서리의 4곳이 검

토되었다. 화재는 에 따라 성장하며, 화재성장률은 Slow, 

Medium, Fast 및 Ultra-fast에 의해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구획 체적은 실규모 ISO 9705 화재실을 기준으로 x, y, z의 

각 방향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의 를 통해 변화되었다. 이

때 화원의 면적은 (/100)2 m2으로 체적과 동시에 변화되

었다. 각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화재성장곡선에서 최대 열

발생률의 입력값은 밀폐된 구획에서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자연 소화가 발생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값이 시행착오를 

통해 선정되었다. 참고로 체적 증가에 따라 최소 2 MW에

서 최대 20 MW의 입력값이 적용되었다.

계산에 적용된 격자는 실규모 ISO 9705 및 최소 열발생

률인 2 MW (특성 화재직경  =1.285 m)를 기준으로 정육

면체 형상을 갖는 25개의 격자가 설정되었다. 이때 격자의 

길이는 0.05 m이다. 일반적으로   내부에 4~16개(18) 또는 

10~20개의 격자(19)가 적용될 때 타당한 결과가 예측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들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

에서는 충분한 격자 해상도를 갖는 격자 크기가 적용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획 체적이 변화될 때, 격자 크기 역

시 값에 비례하여 조정되었으며, 모든 조건에 동일하게 

165,888개의 격자수가 적용되었다. 연료 및 구조물의 물성

은 참고문헌(11)에서와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 적용된 FDS는 일반적으로 가연 연료에 비해 

산소의 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환기부족화재

(Under-ventilated fire)에서는 예측 정확도가 상당히 낮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험과의 검증을 통해 화재시뮬레이

션의 신뢰성을 평가한 최근 연구들(20,21)을 살펴보면, 구획

화재의 열발생률 및 온도에 대한 예측결과는 측정 불확실

도 범위 내에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O2 및 CO 등의 농도는 시간에 따른 변화량 예

측에 다소 한계를 보이지만, 시간 평균값의 관점에서는 적

절한 예측이 이루어진다고 확인되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는 화재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동반되지 

않았으나, 밀폐된 공간에서 최대 열발생률 등과 같은 주요 

화재특성의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3. 결과 및 검토

3.1 화원의 면적, 위치 및 화재성장률의 변화가 최대 

열발생률에 미치는 영향

Figure 3은 동일한 화재성장곡선이 적용된 밀폐된 단일 

구획(ISO 9705)에서 화원의 면적()이 0.25~1.0 m2으로 증

가될 때 열발생률, 총 열량 및 구획 상층부의 최대 온도를 

도시한 것이다. 모든 조건에는 동일한 화재성장률(Fast)과 

최대 열발생률 2.0 MW가 화원의 입력조건으로 설정되었

다. 참고로 화원 면적이 변화될 때 동일한 열발생률의 적용

은 단위 면적당 열발생률(kW/m2)의 변화를 의미한다. 시간

에 따른 열발생률의 변화를 도시한 Figure 3(a)를 살펴보면, 

모든 화원 면적의 조건에서 약 140 s 근처에서 열발생률은 

최대 1,000 kW에 도달한 후에 구획 내부의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자연 소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Figure 

3(b)에 도시된 화원 면적에 따른 최대 열발생률은 화원 면

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일정한 값을 보이게 된

다. 시간에 따른 열발생률의 면적적분을 통해 산출된 총 열

량(Total heat release, THR)을 살펴보면, 화원 면적에 따라 

다소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화원 면적변화

로 인하여 야기된 비정상 수치계산의 시간 전진간격(Time 

marching step)의 차이로 인한 면적적분의 오차를 고려할 

때, 총 열량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예측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고온 상층부의 최대 온도(Max. upper layer temperature, 

ULT) 역시 화원 면적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비

록 본 논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천장에서 예측된 주요 

화학종(O2, CO, CO2)의 농도 역시 화원 면적에 따라 큰 차

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밀폐된 구획에서 

동일한 화재성장곡선이 적용될 때 화원의 면적이 구획 내

Figure 3. Comparisons of heat release rate, total heat release and maximum temperature at upper layer with the change in area of fir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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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열 및 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ure 4는 화원의 위치 변화에 따른 최대 열발생률, 총 

열량 및 구획 상층부의 최대 온도를 도시한 것이다. 화원의 

위치는 Figure 2에 표기된 바와 같이 중앙, 뒷면 벽, 측면 

벽, 그리고 모서리의 4곳이 고려되었다. 이때 적용되는 화

재성장곡선은 Figure 3의 조건과 동일하다. 그림에서 화원

의 위치가 변화되더라도 최대 열발생률, 총 열량 및 구획 

상층부의 최대 온도는 비교적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요 화학종의 농도 역시 큰 변화가 없음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즉 밀폐된 구획에서 화원 위치의 변화는 화재

의 열 및 화학적 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결

과는 개구부가 존재하는 단일 구획에서의 화원 위치의 변

화가 연료의 질량감소율, 열발생률, 연소효율 및 총괄당량

비 등과 같은 주요 물리량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는 실험 연구결과(11)와 동일하다.

Figure 5는 화재성장률의 변화에 따른 최대 열발생률, 총 

열량 및 상층부의 최대 온도의 차이를 도시한 것이다. 이때 

구획 중심에 =1.0 m2의 크기를 갖는 화원의 최대 열발생

률은 2.0 MW로 고정되었으며, 화재성장률은 t2에 따라 

Slow에서 Ultra-fast까지 검토되었다. 시간에 따른 열발생률

의 변화를 도시한 Figure 5(a)를 살펴보면, 화재성장률이 

Slow에서 Ultra-fast로 증가됨에 따라 최대 열발생률은 증가

되며, 화재 지속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됨을 볼 수 있다. 

Figure 5(b)에 제시된 화재성장률의 변화에 따른 최대 열발

생률, 총 열량 및 상층부의 최대온도를 살펴보면, 화재성장

률이 증가됨에 따라 고려된 물리량들은 선형적으로 증가됨

을 알 수 있다. 즉, 밀폐된 구획에서 화원의 면적 및 위치와

는 다르게 화재성장률은 구획 내부의 열발생률 및 온도 변

화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Figure 6은 고려된 화재성장률에 대하여 천장 앞부분(밀

폐된 개구부 근처)에서 예측된 O2와 CO 체적분율의 시간

에 따른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구획 

내부의 O2는 감소되며, CO는 급격하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화재성장률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화재성

장률이 증가됨에 따라 시간에 따른 O2의 최소값은 더욱 감

소되며, CO의 최대값은 증가된다. 결과적으로 밀폐된 공간

에서 화재성장률의 변화는 구획 내부의 화학적 특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원인분석은 실제 발생될 수 있

는 물리 · 화학적 현상과 FDS의 제한적인 소화모델의 한계

에 관한 2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화원의 위치 및 

면적이 고정된 조건에서 화재성장률의 증가는 화원에서 공

급된 연료량(공급유속) 및 화염길이의 증가를 야기한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화원 주위의 공기 유입량 

및 소모량이 증가되어, 최대 열발생률 및 상층부의 최대 온

도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화재지속시

간과 연관된 총 열량의 증가는 소염이 발생되는 정확한 순

간이 예측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염현상은 

화염면 근처의 국부적인 연료/공기의 확산, 화염온도, 연소

Figure 4. Comparisons of maximum heat release rate, total heat 
release and maximum temperature at upper layer with 
the change in location of fire source.

Figure 5. Comparisons of heat release rate, total heat release and maximum temperature at upper layer with the change in fire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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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의 희석, 신장률 등에 의해 결정되는 매우 복잡한 현

상이다. 그러나 Large Eddy Simulation (LES) 기법이 적용된 

FDS는 아격자(Sub-grid) 규모 내에서 발생되는 소염(Flame 

extinction) 현상을 적절히 예측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22) FDS에서는 격자 내에서 생성된 열이 혼합물 온도를 

임계화염온도(Critical flame temperature)까지 상승시키지 못

하거나, 연소생성물 및 미연연료가 공기와 희석되어 화염 주

위의 산소가 한계산소농도(Limiting oxygen concentration) 이

하로 감소될 때, 소염이 발생된다는 단순한 수치모델이 적

용되었다.(23) 이때 격자 내의 온도와 한계산소농도는 평균

비열과 열량 방정식을 통해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

된다. 그 결과 화재성장률의 증가로 인한 구획 내부의 온도 

상승은 보다 낮은 산소농도에서 소염을 발생시키기 때문

에, 총 열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화재성장률이 증가될 때 보다 낮은 O2 및 높은 CO의 체적

분율이 도시된 Figure 6을 통해 재확인 될 수 있다.

3.2 구획실 체적의 변화가 최대 열발생률에 미치는 영향

Figure 7은 구획실의 체적변화에 따른 최대 열발생률, 총 

열량 및 구획 상층부의 최대 온도를 도시한 것이다. 구획 

체적의 변화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ISO 9705 화재

실을 기준으로 x, y, z 각 방향에 대한 구획 길이의 비로 표

현된 상대길이()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본 연구에

서 고려된 구획 체적의 변화는 ISO 9705 화재실과 동일한 

형상비를 갖게 된다. 구획 체적변화에 대한 정량적 표현을 

위하여 체적비(Volume ratio, )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ISO 

9705 화재실의 체적에 대한 변화된 구획 체적의 비를 의미

한다. 결과적으로 체적비는 0.016~27.0까지 총 8개가 고려

되었다. 구획 체적의 증가로 인한 내부 산소량의 증가는 소

모 가능한 연료량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화재시뮬레

이션의 입력정보에 해당되는 최대 열발생률은 시행착오를 

통해 충분한 열량이 공급되도록 결정되었다. 이때 화재성

장률은 Fast로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구획의 바닥 중앙에 

고정된 화원의 면적은 구획 체적의 변화에 따라 (

/100)2 

m2으로 결정되었다. Figure 7(a)는 다양한 구획 체적에 대하

여 시간에 따른 열발생률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각 



에 적용된 화재성장곡선의 최대 열발생률은 괄호 내에 

표기되었다. 구획 체적이 증가됨에 따라 화재지속시간이 

Figure 6. Comparisons of O2 and CO volume fraction with the change in fire growth rate.

Figure 7. Comparisons of heat release rate, total heat release and maximum temperature at upper layer with the change in volume ratio 
based ISO 9705 room (the fire growth rate was fixed at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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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며, 화재성장곡선을 따라 더 높은 열발생률이 확인

된다. 최대 열발생률, 총 열량 및 상층부의 최대 온도가 제

시된 Figure 7(b)를 살펴보면, 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열

발생률과 총 열량은 증가된다. 그러나 구획 상층부 최대온

도는 <1.0의 조건에서는 이 증가됨에 따라 급격한 온

도 상승이 발생되지만, ≥1.0의 조건에서는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Figure 8은 구획실의 체적변화에 따른 밀폐된 개구부의 

천장 근처에서 예측된 O2와 CO의 체적분율을 도시한 것이

다. 구획 체적이 증가됨에 따라 내부 공기량의 증가로 시간

에 따른 O2의 감소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

염이 발생되는 한계산소농도 역시 체적증가에 따라 감소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O2와 반대로 구획 체적이 증가됨에 

따라 CO의 최대값이 증가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화재성장률의 영향이 고려된 Figure 6의 결과와 유사하지

만, 그 원인에서는 다소 차이를 갖을 수 있다. 즉, 화재성장

률의 증가는 구획 내부의 온도 증가를 가져오며, 이로 인한 

한계산소농도의 감소가 발생되었다. 그러나 구획 체적이 

변화될 때 화재성장률은 Fast로 고정되었으며, 구획 상층부

의 최대 온도 역시 ≥1.0의 조건에서는 큰 변화가 확인

되지 않았다. 주요 원인으로서 구획 체적의 증가에 따른 천

장 높이의 증가로 연층이 화염대에 근접하는 시간이 증가

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바닥면에 설치된 화원 근처의 O2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 결과 구획 체적이 증가될 때 하층부에서는 높은 반

응속도를 갖는 연소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구획 체적변화에 따른 연

소생성물과 공기의 혼합과 관련된 내부 유동구조의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고려된 동일한 구

획 형상비와 더불어 천장 높이가 고정된 조건에서 다양한 

형상 및 체적변화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Figure 9(a)는 밀폐된 구획의 체적변화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최대 열발생률을 도시한 것이다. 밀폐된 구획에서 화

재의 열 및 화학적 특성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구획 

체적뿐만 아니라 Figures 5와 6에서 확인된 화재성장률의 

영향이 동시에 고려되었다. 앞서 설명되었듯이 구획 체적 

및 화재성장률의 증가는 밀폐된 구획 내부의 최대 열발생

률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들 2 인자가 최대 열발생률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x-y축이 자연로그 스케일로 표현되었다. 그림에서 최대 열

발생률은 체적비와 화재성장속도에 의한 지수함수의 형태

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9(b)는 동일한 결과

를 다시 선형 스케일로 표현하고, 화재시뮬레이션 결과와 

식 (1)의 지수함수 형태를 갖는 상관식 결과를 비교한 것이

다. 그 결과 체적비와 화재성장률의 함수로 표현된 최대 열

발생률의 상관식은 화재시뮬레이션에 의해 예측된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ax. HRR (MW) = 2.9209 


 (1)

여기서 는 화재 성장계수(kW/s2)이며, HRR=의 관계

에서 1.0 MW에 도달하는 특성시간을 기준으로 Slow, 

Medium, Fast 및 Ultra-fast 각각에 대하여 고유의 값을 갖게 

된다. 화재성장률에 따른 값은 NFPA-72B(24)에서 확인될 

수 있다. 참고로 식 (1)에서 열발생률의 단위는 실용적 차

원에서 MW로 설정되었음을 주의하자.

Figure 9에 제시된 밀폐된 공간에서 구획 체적 및 화재성

장률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최대 열발생률에 대한 상관식

은 국내 PBD에서 닫힌 개구부가 적용된 밀폐된 구획화재

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화재성장곡선 도출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즉, 구획의 체적을 고려하지 않고 화재시

나리오에 따라 제한된 실험결과의 열발생률을 화재시뮬레

이션 입력정보에 그대로 적용하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헌을 통해 인용될 수 있는 화재시나

리오에 따른 가연물의 화재성장률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관식을 통한 설계 건축물의 구획체적에 따른 최대 열발

생률을 적용하여 화재성장곡선을 도출하는 것이다. 향후 

다양한 형상비를 갖는 구획체적 변화에 따른 화재특성 및 

Figure 8. Comparisons of O2 and CO volume fraction with the change in volume ratio based ISO 9705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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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식 보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국내 PBD의 화재시뮬레이션 결과 활용에 대한 신뢰성 강

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밀폐된 단일 구획실 화재에서 화원의 면

적 및 위치, 화재성장률, 구획 체적의 변화가 최대 열발생

률, 총 열량 및 상층부 최대 온도 등의 주요 화재특성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또한 화재성

장률 및 구획 체적의 함수로 표현된 최대 열발생률의 상관

식을 도출함으로써, 밀폐된 구획실 화재에 대한 화재성장

곡선 적용을 위한 방법론이 제안되었다. 주요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밀폐된 ISO 9705 화재실에서 화원의 면적 및 위치의 

변화는 최대 열발생률, 총 열량, 상층부의 최대 온도를 포

함한 구획 내의 열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에 큰 영향을 주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동일한 화원의 면적 및 위치의 조건에서, 화재성장률

이 증가됨에 따라 최대 열발생률, 총 열량 및 상층부의 최

대 온도는 점차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재성

장률의 증가로 인한 구획 내부의 온도 증가는 소염이 발생

되는 한계산소농도의 감소 및 최대 CO 농도의 증가를 발

생시킨다.

(3) ISO 9705 화재실을 기준으로 동일한 형상비의 축소 

및 확대를 통한 구획 체적비()의 변화는 최대 열발생률

과 총 열량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1.0의 조건에서 상

층부 최대 온도의 큰 변화는 발생되지 않는다. 구획 체적의 

증가에 따른 천장 높이의 증가는 연층이 화염대에 도달하

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화원 근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O2 

농도를 유지시키게 한다. 그 결과 한계산소농도의 감소 및 

최대 CO 농도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4) 밀폐된 구획화재에서 화재성장률과 구획 체적비의 

함수로 표현된 최대 열발생률의 상관식을 도출하였다. 이

를 통해 국내 PBD에서 닫힌 개구부가 적용된 밀폐된 구획

화재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화재성장곡선 적용에 대한 명확

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천장 높

이가 고정된 다양한 구획 형상 및 체적변화가 최대 열발생

률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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