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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계소화설비  가장 리 사용되는 스 링클러의 특성 측은 성능 주 소방 설계를 한 기

본 인 인자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 화재 모델을 이용한 다각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분무액 의 크기나 속도, 분포함수, 분사각 등 스 링클러 헤드의 분무 특성이 스 링클러 

의 분무패턴에 미치는 향에 한 평가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FDS를 활용하여 스 링클러 헤드 선단에서의 액 크기와 분사각에 따른 하류에서의 분무패턴의 

민감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해석 상공간은 8 m(W)× 8 m(D)× 3 m(H) 이며 스 링클러 헤드는 해석공간 정 앙의 2.9 

m 높이에 설치된다. 헤드의 분사외각은 147°로 고정하 으며 분사내각이 각각 30°, 40°, 50°, 60°

이며, 액 크기는 500μm, 700μm, 900μm, 1200μm, 1500μm 인 분무 조건에 해 해석을 수행하

다. 바닥면에서의 분무패턴은 단 면 당 스 링클러에서 분사된 액 의 된 양(AMPUA, 

kg/m2)을 통해 비교하 다. 스 링클러의 분사 반경은 각 방향으로 거리별 평균 AMPUA에 의

해 평가하 으며 분사범 의 한계값은 최  AMPUA의 20 %인 지 까지를 가정하 다.

Figure  1. Comparisons of the calculated AMPUA on the floor level with internal spray
angle and droplet diameter. 

   Figure 1는 스 링클러 헤드에서 0.2 m 간격으로 샘 링된 평균 AMPUA (kg/m2)를 나타낸 

것이다. 분사내각이 작고 액  크기가 작을수록 바닥면에서의 분무패턴은 헤드에서 가까운 거리

에 집 되는데 이는 액 크기가 작을수록 액 의 질량이 작고 이로 인해 운동량이 감소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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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기상의 향을 상 으로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액 크기가 상 으로 작은 

경우 분사내각의 향은 크지 않지만 액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분사내각의 향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액 의 운동에 지가 클수록 기상의 향은 상 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기 

헤드 선단에서의 분사각에 따라 바닥면에서의 분무특성이 지배 인 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은 스 링클러 헤드의 분사 내각과 액  크기별 최  AMPUA까지의 거리와 분사범 를 나타

낸 것이다. FDS 해석 결과 최  AMPUA의 80 % 지 까지의 거리를 스 링클러 분사범 로 가정하

으며 샘 링값을 기 으로 보간법을 이용하여 분사범 를 계산하 다.

Inner Spray 

angle

Droplet Size

500μm 700μm 900μm 1200μm 1500μm

θi = 30°

Distance to Peak 
AMPUA (m) 0.8 1.2 1.4 1.4 1.6

Radius of Spray (m) 1.64 2.27 2.72 2.89 3.56

θi = 40°

Distance to Peak 
AMPUA (m) 1.2 1.8 1.8 2 2

Radius of Spray (m) 2.15 2.70 2.85 3.36 3.44

θi = 50°

Distance to Peak 
AMPUA (m) 1.2 1.8 1.8 2 2

Radius of Spray (m) 2.47 2.85 3.04 3.42 3.87

θi = 60°

Distance to Peak 
AMPUA (m) 1.4 2.0 2.4 2.6 2.6

Radius of Spray (m) 2.67 3.29 3.42 4.00 5.34

Table 1. Summary of the peak AMPUA and spraying range on the floo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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