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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로터 은 반지하 공간으로서 환기에 많은 설비와 구조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특히 제트팬의 경우 평상시에는 환기를 담당하고 있다. 한 화재시에는 화재연기의 유

독가스를 효과 으로 차단하는 제연역할을 함으로서 피난에 한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제트팬의 특성을 정량 으로 유추하고 공학 인 QRA의 수행을 한 기  연구로

서 터 내부의 제트팬의 환기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모형실험체의 내부측정을 2/3까지한 

보에 이어 이번 연구에서는 터 내부 체를 측정하여 제트팬이 모형터 내에 미치는 향

을 CFD와 비교한 연구이다. 

1. 서 론

최근 한국의 도로 터 에 한 방재 기술은 2003년 구 지하철화재 사건을 계

기로 2005년 건설교통부의 「도로 터  방재시설 설치  리 지침」이 제정되

었고 한 2009년에는 2005년도의 내용을 토 로 QRA(Quantitative Risk 

Assessment)가 도입되어 도로 터 에 한 성능 인 화재 안 설계를 구축하는 내

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성능 인 화재 안  설계를 한 화재성상 측과 같이 

기 인 연구분야와 차량 화재에 한 연소특성 DB부족  인명과 연계된 각종 

방재 설비에 한 구체 인 설계방법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QRA의 실시를 한 

터  방재 설계시 많은 문제 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본 연

구는 도로터 에서의 제트팬이 환기에 미치는 향을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모

형터 에 한 실험과 시뮬 이션 해석을 비교한 기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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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계획  방법

   2.1 모형터 의 실험개요

  터 을 축소하여 제작한 모형터 은 표 1과 같이 폭과 높이를 1/40으로 제작

하 으며 사진 1은 실험에 사용된 장비이다. 모형터 의 실험은 링블로워을 이용

하여 Fan모형에 연결 후 터 내 공기유동을 열유속 측정기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한 표. 2와 같이 모형터 의 천정부분에 25cm의 간격으로 

천공을 만든 후 수직으로 측정하 으며 1cm간격으로 총 19포인트를 설정하여 측

정을 실시하 다. 

모형터널제원
100 × 16.75 × 24.95 
모형  4개(일반모형)

30 ×16.75 × 24.95 
FAN설치 모형 1개

모형터널사진

표. 1 모형터 의 제원  DATA측정거리

실험 방법 내  용

평균유량 305 l/m

측정지점 총 19지점

측정간격 수직으로부터 1cm간격

모형터널 DATA 

측정거리

표. 2 모형터 의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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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 열유속계측기 제트팬 모형터

사진. 1 실험 장비

2.2 계산 모델과 경계조건

   

그림. 1 계산 역과 경계조건

Gird Model Cases

345000

- 제트팬 : Momentunsource

- 정상상태

- 비압축성 유체/ 성유동

- 난류모델 : ReallzableK-e

제트팬의 속도(m/s)

- 1.1, 2.4, 5.2, 8.0

  14.0, 21.6, 29.1

표. 3 제트팬의 모델링  이스

   체 계산 역은 그림. 1에 보는 것과 같이 입구 역은 정체압력을 주었으며 

출구는 압력을 주었으며 터 의 벽과 제트팬의 주변의 경계층은 해의 정확성에 

매우 요함으로 층형태의 layer격자를 3개(3mm)를 사용하 다. 한 표 3과 같

이 제트팬의 모델링 조건을 설정하 으며 속도 한 총 7가지의 종류로 해석하

다. 유동해석은 정확도와 계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용코드인 

STAR-CCM+ 4.02를 사용했다. 난류모델은 Realizable k-e모델을 사용했으며 2

차정 도의 차분화 방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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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험결과  분석

   3.1 비실험의 결과  분석

   본 실험을 하기 하여 비실험과 CFD해석을 수행한 결과 CFD해석에서는 

제트팬이 8m/s의 경우에서 모형터 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그 이유

는 모형실험에 사용되는 링블로워의 유량이 310ℓ/min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

결과 CFD해석의 경우 그림. 2에서 1m지 의 속도분포는 입구 역을 벗어나 유

동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포물선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5m에서는 아

직 제트팬의 향력 내에 있어 상부에서는 빠른 속도를 보이며 바닥에 가까울수

록 낮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제트팬의 출구에서부터 5m정도 되는 지 까지의 

천정에서 마찰에 의한 에 지 손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 제트팬의 유량증가는 터 의 유량증가와 선형 인 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의 한 가지는 마찰이 속도에 따라 증가하지만 이것을 마찰 

계수로 나타내어 보면 그림. 5에 보듯이 일정한 속도 이후에는 일정하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한 모형 실험에서는 그림 4와 5와 같이 제트팬으로부터 첫부분에서는 유속

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직과 수평에서 유속의 편

차는 차 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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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속도분포(x=1, 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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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an유속에서의 터 의 평균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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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높이에 따른 유속의 분포

 

그림. 5 거리에 따른 유속의 분포

  3.2 본실험의 결과  분석

사진 2. 모형터 의 팬과 입구의 변화

 

   본 실험에 있어서 기존실험의 문제 을 보완한 것으로 사진 2는 모형터 의 

제트팬의 유량의 흐름을 일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유도하 고 모형터  입구

를 벨마우스식으로 구 하 으며 내부에는 종이를 이용하여 원통모형을 만들어 

터 내부의 공기유동의 안정화를 유도하 다. 한 비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트팬의 주요측정지 을 1∼4Point로 하 으며 기존의 실험에서는 높이 15cm밖

에 측정치 못한 을 개선하여 본 실험에서는 19cm로 제트팬의 상부까지 측정하

다. 그 결과 그림 6은 터  내부의 측정 치  높이에 따르는 유속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하부에서 상부까지 유속변화는 반 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났

으며 특히 제트팬에 근 한 부분인 1포인트에서는 유속의 변화가 격하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제트팬으로 75cm지 에 한 모형실험과 CFD

의 해석을 통한 결과치를 비교한 것으로 기치, 구배, 변곡 등의 특성에 유사

인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CFD해석의 결과의 유속이 모형실험의 유속보다 체

으로 약간 큰 값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CFD가 모형실험

에 비해 유량이 약 14.3%(45l/min) 많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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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측정 치  높이에 따른 유속의 변화

 

그림. 7 유속에 한 모형실험과 CFD결과의 비교

 4.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실험과 CFD해석을 비교한 결과 제트팬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

으로 터 의 유량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제트팬에서 나온 공기 유동은 터 상부

의 벽면과 강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격히 속도가 떨어지는 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CFD해석과 모형터 실험을 병행수행을 하여 모형터 내의 제트팬이 미치

는 향을 정량 으로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향후 제트팬의 특성을 정량 으로 유추하고 공학 인 QRA의 수행하기 하여

일반상태가 아닌 화재상황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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