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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가 상되는 공동 주택을 상으로 단 공간별 화

재 성상을 측하기 한 실물화재실험을 실시하 다. 구성된 실물화재모델은 비교  가

연물량이 많은 침실과 화재 발생 험도가 높은 주방을 상으로 하 으며, 실험 모델에 

구성된 단 품목은 일반주택의 가연물을 선조사 한 후 선정하 다. 실험결과 침실의 경우 

화 후 약 5분이 경과되었을 때 래쉬오버 상태에 이르게 되어 매우 격한 성장을 보

으며, 최  열방출율 약 7433.3 kW, 최  일산화탄소 578.6 ppm, 최  이산화탄소 1.25 

ppm, 내부 최 온도 1350 ℃로 측정 되었다. 특히, 화재 발생 기에 가연 공간에서 화재

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 3분 내에 인체에 격한 피해를  수 있는 한계온도 이

상으로 화재가 성장하기 때문에 신속한 기 응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이러한 실물화

재실험에서 얻어낸 결과는 향후 화재확  측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각 용도

별 공간에서의 화재 확산 측에 용 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 론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 형 화

재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화재통계연보
1)
를 분석한 결

과 화재의 장소별 발생 비율은 비주거 34.7 %, 주거 23. 7%의 순이었으며, 주거지역인 주

택․아 트(5,944건)의 경우 음식물 조리  부주의(2,641건, 49. 5%)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명되었다.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7년 12월말 인명피해 발생순

서는 주거(48.2 %), 비주거(41. 1%), 차량(3.8 %), 험물․가스제조소 등(0.8 %)의 순이었

으며, 47,760건의 화재  매시설과 공장․창고․음식  등 비주거용 건물에서 16,544건

의 화재가 발생하여 142명이 사망하 고, 주거용 건물에서는 11,33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6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용 건물에서 동일건수(1,000건) 비하여 사망률이 2.7

배나 높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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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주  거 비주거 차량

험물․

가스제조 

등

철도․선

박․

항공기등

임 야 기 타

‘07. 12월 233 130 72 13 1 1 3 13

사망/부상
32/

201

17/

113

11/

61

3/

10

0/

1

0/

1

1/

2

0/

13

비율 100% 55.8% 30.9% 5.6% 0.4% 0.4% 1.3% 5.6%

‘07. 1~12월 2,184 1,052 897 82 18 10 47 78

사망/부상
457/

1,727

265/

787

142/

755

26/

56

1/

17

3/

7

11/

36

9/

69

비율 100% 48.2% 41.1% 3.8% 0.8% 0.5% 2.1% 3.5%

표 1. 장소별 화재 사망/부상 현황(2007년)

   한, 연소 확 된 화재 30,508건의 연소 확  사유를 분석해보면 가연성물질의 격한 

연소가 88.7 %로 연소 확 에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된 결과를 토 로 화재 성상 측 상 모델을 주거지역  비교  화재의 발생에 취약하

다고 제기되어온 다세  주택으로 선정 하 으며, 일반 가정의 가장 보편 인 구성형태 

 침실과 주방을 모델로 선정하여 실물 화재 실험을 실시하여 화재 확  상을 분석하

다.

2.본 론

2.1 단  구획 모델 선정  가연물 조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으로 공동주택의 가장 일반 인 형태인 바닥면  39～106 ㎡(1

2～32평)을 상으로 장 조사를 통해 평면의 구성, 가연물의 량, 가연물의 배치 등에 

한 조사․분석을 실시하 다. 주택 장조사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조사 상으로 하

으며, 바닥면  39 ㎡(12평) 의 주택 3개소, 56 ㎡(17평) 의 주택 3개소, 72 ㎡(22평)

의 주택 3개소, 76 ㎡(23평) 의 주택 3개소, 79 ㎡(24평) 의 주택 7개소, 86 ㎡(26평) 의 

주택 3개소  106 ㎡(32평) 의 주택 7곳 등 총 29개소의 주택을 상으로 평면의 형태 

 가연물의 량, 가연물의 배치 등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으며, 

침실과 주방의 경우 침 (매트리스 포함), 장롱, 화장 , TV, 싱크 (찬장 포함), 냉장고 

등이 주요 구성품이었으며 이를 기본으로 단  구획실 모델을 구성하여 실물화재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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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단  구획실 화재실험을 한 구성품 선정 결과

설치장소 가연물명 치수 중량(㎏)

거실

소파 3인용+1인용 53.7

TV 29" 30.2

책장 3자 31.8

주방
싱크대(찬장포함) 1.74m (기본높이) 55

냉장고 400~500L 60.1

안방

침대 Queen 사이즈 33.45

화장대 표준 30.2

장롱 3자 기준 43.4

작은방 책상 set 컴퓨터 및 의자 포함(어린이용) 41.1

기타 옷가지 의류 5

2.2 단  구획 모델 실물화재실험

   실물화재실험은 실규모 화재 성능평가가 가능한 라지스 일칼로리미터에서 실시하 으

며, 화재 연구에서 가장 기본 인 물리량인 열방출율(HRR, heat release rate), CO/CO2 발

생량을 기본 인 측정 상으로 하 다. <그림 1>은 실험에 이용된 라지스 일칼로리미터

의 구성도  사진을 보이고 있으며2) 열방출율은 산소소모율법((consumption of O2)
3)을 

용하여 측정되었다. 한, 화재시 실내의 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천정(상부)에 4개의 

열 와 모델 앙에 3개의 열 , 그리고 벽체의 6개의 열 를 설치하여 온도변화를 

측정하 다. 

Measurement station(A- A’)

To precipitator

Φ 1600

Φ 980

8,800

Guide vane

Φ 10,000

Φ 11,000

3 t

3 t (Orifice)

500
A

A’

Gas
Analyzer

Filter
System

Data Logger

P
Pressure 
gauge

Flow

Bi-directional Probe & 
Thermocouple Smoke density meter

a. 라지스케일미터 구성도 b. 연소가스 포집시스템

그림 1. 라지스 일칼로리미터

2.3 실물화재실험 결과

<그림 2>와 <그림 3>에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침실의 경우 화 후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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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래쉬오버 상태에 이르게 되어 격한 화재 성장을 나타내었으나, 주방의 경우는 

찬장에서 냉장고로 연소가 진행되는 속도에 의해 약 20분 후에 래쉬오버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후 쇠퇴기에 이르게 되며, 싱크 와 냉장고의 연소 확  지체시간 때문에 성장과 

쇠퇴가 반복되었다. 

실험모델 초기 전성기 

침실

주방

그림 2. 단 공간 화재모델 구성  실험사진

<표 3>에 열방출율,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연기 도의 최 값을 정리하 으며, 침실의 

경우 최  열방출율 약 7433.3 kW, 최  일산화탄소 578.6 ppm, 최  이산화탄소 1.25 

ppm,  최  연기 도 166.9 m
2
/sec을 나타내었다. 침실의 목재 침   장롱과 더불어 

재되어 있는 섬유계 이불 등 가연물량이 발열량의 증가  연소 확 를 증가시키는데 매

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상되어진다. 특히, 질식사의 직 인 향을 미치는 일산탄소

의 경우 장기간 노출 최  허용농도(100 ppm)보다 약 5.8배 높게 측정됨으로서 화재에 

한 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표  3.  단  공간    화재 특성   실험 결과

구분 최  HRR [kW] 최  CO 농도[ppm] 최  CO2 농도[%]

침실 7433.3 578.6 1.25

주방 5131.5 401.6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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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RR [kW] CO [ppm] CO2 [%]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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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 공간 실물화재 실험결과(HRR, CO, CO2) 

한, <그림 4>에 화재실내 내부온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천장부에서의 온도변화는 열방

출율의 변화와 동일한 양상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벽면부에서 단 품목의 종류와 

설치 유․무에 따라 조 씩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 천 정 벽 면 내부 앙 

침실

주방

그림 4. 단 공간 화재실험 내부온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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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앙에서 측정된 실내온도에서 거실에서는 최  약 1260 ℃, 침실에서는 최  약 

1350 ℃, 주방에서는 최  약 1330 ℃, 공부방에서는 최  약 1340 ℃ 가 측정되어 모든 

모델에서 1200 ℃ 이상의 고온을 나타내었다. 특히, 화재 공간 내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생

존한계(143 ℃에서 생존한계시간 5분)를 고려하여 볼 때, 화재 발생후 약 3분 이내에 143 

℃ 이상을 보임으로써 매우 빠른 화재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즉, 실험결

과에서 기에 가연성 공간에서 화재가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 3분 내에 인체에 

격한 피해를 주는 온도로 화재가 성장하기 때문에 화재가 확산이 진행되면 인체에 빠른 

시간 내에 심각한 피해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논의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의 가장 일반 인 형태인 바닥면  39～106 ㎡(12～32평)을 상으로 29개

소의 주택에 한 장 조사를 통해 평면의 구성, 가연물의 량, 가연물의 배치 등에 

한 조사․분석을 통해 표  모델의 평면 형태, 가연물량을 설정하 으며, 침실과 

주방을 모델로 하여 실물화재실험을 실시하 다. 

   - 가연성 물질 공간에서의 실규모 화재실험을 통한 화재 특성  DB화를 하여 실규

모 화재평가 장치(Large Scale Calorimeter)를 이용하여, 침실, 주방에 한 연소실

험을 실시하 다. 실험결과 침실의 경우 열방출율이 7433.3 kW, 일산화탄소 578.6 

ppm, 이산화탄소 1.25 %, 연기발생량 166.9 m
2
/sec 으로 나타났으며, 용도별 가연 

공간  가장 험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 가연성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발생후 약 3분 이내에 내부의 온도가 

143 ℃ 에 도달하여 화재 확산이 진행되면 인체에 빠른 시간 내에 심각한 피해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실물화재실험은 화재사고에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주거지의 화재시 발생

할 수 있는 험요소를 직 으로 보여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 구성재료에 따른 

열방출율, 실내온도, 유독가스량 등의 정량 인 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  공간의 화

재 특성 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화재 확  측 시뮬 이터을 보정함으로써 각 용도별 공

간에서의 화재 확산 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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