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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에 따른 아 트의 화재안 기  강화를 목 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재 건축되고 아 트에는 2㎡이상의 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피공간은 

채 방향과 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해야한다. 하지만 재 시공되고 있는 방화문은 비

차열성 방화문으로써 거실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 을 경우 방화문의 열 달 상에 의해 피공

간 내부의 온도상승이 유발되지만 재 방화문의 차열성능에 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향 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방화문의 성능시험을 통해 피공간과 한 방화문 면의 온도변화를 측정하

으며, 이로 인한 피공간 내부의 온도변화를 분석하기 해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1. 분석 방법

수치해석을 해 사용한 피공간의 모델은 가로, 깊이, 높이가 각각 1.2×1.8×2.4 m의 단일 공간

으로 구성하 다. 면에 1.0×2.1 m의 방화문을 구성하 고 공간과 외부로 연결된 창 는 개구부

는 구성하지 않았다. 방화문의 체 면 으로부터 성능실험에서 측정된 것과 동일한 열류(Heat 

Flux)가 방출되도록 설정하 고 피공간의 외벽은 콘크리트의 물성치를 용하여 일정량의 열에

지를 흡수하도록 하 다. 내부의 실내온도를 측정하기 해 공간 앙의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

향으로 0.5 m 간격으로 5개의 온도센서를 설치하 고, 방화문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0.3 m 

간격으로 6개의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복사열과 류열에 의한 온도변화를 측정하 다. 수치해석을 

해 FDS v.5.3을 사용하 으며 시뮬 이션 120분에 한 계산을 수행하 다.

Figure 1. Temperature variation of Fire door.

  
Figure 2. Numerical analysis domain and 
temperature distribution(time=20 minutes).

2. 분석 결과

방화문의 이면에서 공간 내부로 방출된 열류는 실내 공기로 열 달하고 가열된 공기는 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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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키며 공간 체의 공기온도가 상승하는 상을 찰할 수 있다. 피공간의 앙에 수직방

향으로 나열해 설치한 5개의 온도센서로 부터 류 상에 의해 상승하는 실내 온도를 측정하 고 

그 결과는 Figure 4의 왼쪽 그래 와 같다. 시뮬 이션 시간으로 30분 후에 실내온도는 약 130℃, 

60분 후에는 180℃, 120분 후에는 270℃ 까지 상승하 다.

방화문의 표면온도가 400℃를 과하므로 여기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의 향을 요하게 고려해 

주어 한다. 방화문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설치된 6개의 온도센서는 방화문과 마주보는 임의

의 평면 에 설치하여 평면으로 달되는 복사열과 류열을 동시에 측정하 고 그 결과는 Figure 

4의 오른쪽 그래 와 같다. 방화문으로부터 0.3 m 떨어진 평면의 경우 시뮬 이션 시간으로 30분

에 200℃를 과하 고, 60분 후에는 약 270℃, 120분 후에는 350℃ 까지 상승하 다. 

 

Figure 3.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ross section at 40 minutes(left) and 120 minutes(right).

Figure 4. Temperature variations of indoor space from convection heat transfer(left) and 
convection+radiation heat transfer(right)

 

3. 결 론

수치해석 분석 결과 화재발생 30분 후에는 피공간 내부의 온도가 최소 100℃를 과하고 2시

간 뒤에는 250℃를 과하게 되며, 사람들이 얼굴과 피부를 통해 받게 되는 온도는 최소 200℃를 

과하게 된다. 이는 피공간에 피신한 사람의 안 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재 사

용되고 있는 방화문의 차열성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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