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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화재사고는 2012년도에만 43,247건에 이르며 큰 사회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험 요인

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 수치해석의 입력자료 획득을 한 화재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러한 실규모 화재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 다. 이는 국내 성능

 화재안  설계를 한 기본 인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화재분야 수치해석의 신뢰성을 높이

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 론  

성능기반 화재안  설계를 해서 수행되는 수치해석은 화재 방 는 화재의 성장과 확산 

억제, 재실자 보호등 다양한 목 을 가지고 수행된다. 이러한 수치해석의 결과는 공간

(Compartment)의 크기, 형태 그리고 개구부 조건등 다양한 인자에 의존하게 된다. 이  가연물

이 가지는 물리  특성에 한 정보는 매우 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

한 실험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가연물의 발열량, 단  공간의 화재특성등 화재 수치해석 신뢰성 

향상을 한 화재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하여 기술하 다.

2. 실화재 실험에 의한 화재특성 DB 구축

국내의 경우 일부 제한 인 건축 재료의 DB가 구축되어 있어서 련 연구 진행에 큰 어려움

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축물에서의 화재 성상을 평가하기 해서는 산소소모율법을 기반으로 하

는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HRR)1), 연기발생량, 유독가스와 같은 실질 인 화재 특성을 모

두 고려하여 종합 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주요 가연물에 한 Dual Cone Calorimeter(구성물

의 재료 시험) → Mid. Scale Calorimeter(단일품목 시험) → Large Scale Calorimeter(복합소재

의 실물화재평가)의 3단계 평가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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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재특성 DB b. 단 공간 DB c. 단 품목 DB d. 문헌조사 DB

<그림 1> 성능기반 화재안  설계를 한 화재 특성 DB

한, 국내외 논문  보고서에 산발 으로 기재되어 있는 화재 실험 곡선을 분석하여 재곡선

화 함으로써 설계 화재 곡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하 으며, 실 형 시험법  규모 

화재시험법등 표  시험법도 제시하 다. 특히, 2회에 걸쳐 수행된 실제 건축물 화재실험 데이터

를 DB화 하 으며, 수치해석시 결과와의 검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화재의 가장 기본 인 발열량  가스 피해의 주원인인 일산화탄소 발생 농도를 기본으로 정

리하 으며, 단  공간  실건축물 화재실험의 경우 각 지 에 설치된 열 도 기록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공간 내부의 열확산 결과를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작성된 화재특성 DB는 향후 지속

인 실험  수치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완성도 높은 데이터베이스로 보 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가 진행될 것이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물화재 실험 인 라 구축을 통한 건축재료의 표  시험법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 화재 실험을 실시하여 화재 특성 DB를 구축하 다. 이는 국내 화재안  기술의 

증 와 화재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성능  화재안 설계에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많

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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