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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차 화염확산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기폼 침  매트리스에 착화된 연소성상을 고찰

하며 특히 표면 화염확산(flame spread)에 해서 장방향  단방향에 한 확산속도를 분석함. 

1.  서 론

  일반 인 연질 우 탄 폼은 문헌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발화온도가 410℃, 착화 온도가 

290℃ 정도로 참조되어짐. 침  매트리스 표면에 열 를 부착하여, 표면과 뒷면 온도 추이 데

이터에 의해 No. 1에서 No. 10까지의 열 의 온도가 300℃를 과하는 에서 표면의 우 탄

이 착화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착화에 걸린 시간에 의해 화염 속도을 산정함. 구체 으로는 

No.n과 No.m (n, m = 1 ∼ 10의 정수 n ≒ m) 사이의 수평 화염  속도를 측정할 때 착화

한 시간을 각각 Tig, No.n, Tig, No.m하면 2개의 열  사이의 화염의 속도는 (No.n∼ 

No.m까지의 길이)/(No.m에서 착화온도 – No.m에서 착화온도)로 산출할 수 있음.(n>m)

2. 분석 결과

[침대 표면에 부착한 열전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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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별 온도 및 화염전파 변수값]

상기 화염 속도 분석표에 의해 장변방향에서는 No.4∼1, No.4∼7의 속도가 각각 3.03 mm/s, 

3.24 mm/s이고,  No.7∼10는 6.61mm/s이며, 단변방향은 No.4∼5의 속도가 2.91mm/s,  No.5∼6

에서 6.75 mm/s로 No.4에서 멀어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화염의 연소 면

의 증가에 따라 화염높이가 증가하고 미연소면에 입사열유속이 커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단됨.

[시간별 연소반경]

  상단 그래 는 No.4 부분이 착화 (Tig, No.4 = 20 [s]) 할 때까지의 시간을 고려한 화염확산의 

시간 기록 추이를 나타냄. 한 장변방향의 No.1, 7 착화시간은 No.1과 No.7의 착화시간 평균값

을 사용하고 있음. 열  No.4 착화시간은 20 로 버 에서 열 까지의 거리 37.5 mm의해 

No.4가 착화할 때까지의 수평화염 속도는 1.875 mm로 산출됨. 

3.  결론

매트리스 화재시험 기시, 장변방향의 착화가 빨랐으나, 170여  이후부터는 단변바향의 화염

확산속도가 더욱 빨리 증가하 음. 이는 연소 면   화염높이가 증가하고 미연소면에 한 입

사열유속이 커진 것이 원이으로 단됨. 두 방향모두 특정시간지 (약 170 )에서부터 화염확산

성이 증하는데 이는 열방출율의 종합증가에 따른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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