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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단위공간별 화재 성상을 예측

하기 위한 실물화재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모델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가연물을 선정한 후 각 단

위 품목에 대한 화재특성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주방, 거실, 침실, 공부방 등 4종류의 단위 공간으로 구분

하여 각각 실물화재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침실의 경우 점화 후 약 5분이 경과되었을 때 플래쉬오

버 상태에 이르게 되어 매우 급격한 성장을 보였으며, 최대 열방출율 약 7,433.3kW, 최대 CO 578.6ppm,

최대 CO2 1.25%, 내부 최대온도 1,350oC로 측정되었다. 특히, 화재 발생 초기에 가연 공간에서 화재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 3분 내에 인체에 급격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한계온도 이상으로 화재가 성

장하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장롱, 침구류 등 비교적 화재가 급속히 전이

될 수 있는 가연물량이 다수 배치되어 있는 침실에서 용도별 가연 공간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단위 가연물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가 임계수준 이상으로 발생되어 이로 인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물화재실험에서 얻어낸 결과는 향후 화재확대 예측 시뮬레

이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각 용도별 공간에서의 화재 확산 예측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conduct a Real-scale fire test to predict the fire behavior by unit space
at the apartment building where a huge casualties and injuries are likely. After setting the inflamma-
bles inside the house, the test aimed to identify the fire characteristics to each unit item was carried
out. The house was divided into 4 unit space such as kitchen, living room, bedroom and a study for
a real scale fire test. As a result, bedroom reached to flashover state in 5minutes after setting the fire,
indicating a rapid fire growth such as 7433.3kW of maximum thermal emissivity, 578.6ppm of carbon
monoxide, 1.25ppm of carbon dioxide and 1350oC of maximum indoor temperature. Particularly, the
fire growth was made up to critical temperature which might cause a severe damage to the people
within 3minutes, if the fire were not extinguished at inflammable space at the early stage of fire,
which stressed the need of early response. The result of a real scale fire test could be compared with
the outcome of expanded simulation test and used in predicting the fire spread at the space for dif-
ferent use.

Key words : Fire, Real scale fire test, Fire growth

1. 서 론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 대형 화재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는 2,184명, 재산 피해는 연간 2,597억 원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 공간의 표준가연물 화재실

험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화재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화재의 장소별 발생 비율은 비주거 34.7%,

주거 23.7%의 순이었으며, 주거지역인 주택·아파트

(5,944건)의 경우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2,641건, 49.5%)

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E-mail: yhyoo@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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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말 인명피해 발생순서는 주거(48.2%), 비주

거(41.1%), 차량(3.8%), 위험물·가스제조소등(0.8%) 순

이었으며, 47,760건의 화재 중 판매시설과 공장·창고·

음식점 등 비주거용 건물에서 16,544건의 화재가 발생하

여 142명이 사망하였고, 주거용 건물에서는 11,33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6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용

건물에서 동일건수(1,000건) 대비하여 사망률이 2.7배나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연소 확대된 화재 30,508건의 연소

확대 사유를 분석해보면 가연성물질의 급격한 연소가

88.7%로 연소 확대에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규모

로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바닥면적 39~106m2(12~32

평)을 대상으로 평면의 구성, 가연물의 량, 가연물의 배

치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평

면의 구성, 가연물의 양 및 가연물의 배치를 바탕으로

표준 모델을 설정하였다. 또한 설정된 표준 모델의 가

연물(냉장고, 세탁기, 소파, 침대 등)에 대해서는 ISO

9705의 Room Corner Tester2) 및 FT-IR을 통해 가연물

의 단위 발열량, 연기발생량, 유독가스발생량(CO, CO2,

HBr, HCN, HCl)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

다. 또한, 표준 모델의 가연물을 조합한 단위 공간(거

실, 주방, 공부방, 침실)에 대해서는 산소소모율법3)을

이용한 라지스케일칼로리미터(Large Scale Calorimeter)

를 이용한 실규모 화재실험4)을 통해 단위공간의 발열

량, 온도분포, 연기생성율(SPR: Smoke Product Rate)

을 측정·분석하였다.

산소 소모율법에 의한 열방출율은 다음과 같다. 식

(1)은 배기가스 중에서 산소농도 만을 측정할 경우 적

용되는 식이고, 식(2)는 배기 가스 중의 산소, CO 및

CO2의 농도를 측정할 경우의 적용 되는 식이다.8)

(1)

여기서 (∆hc/r0) = 13.1kJ/g이며, C는 검정상수(calibration

constant)이다. 또한 ∆P는 오리피스 양단의 압력차이며,

Te는 배기가스 온도이다. 여기서 위첨자 0은 연소 전의

상태를 표시한다.

(2)

여기서 이며, Φ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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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plane figure of fi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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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모델 및 가연물량 선정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현장조사 및 현재 가장

일반적인 연립주택으로서 56m2(17평)대가 사용되고 있

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 모델에 사용될 평면을 설정하

였다. 설정된 표준모델에는 거실 1(8.3m2), 공부방 2

(7.4m2), 안방 1(13m2), 주방 1(5m2), 화장실 1(2.8m2)개

로 구성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거실과 접해있는 공부방

은 확장성을 고려한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설

정하였다. 설정된 표준 모델의 평면 형태에서 가연물량

의 배치는 기존 연구5)의 조사· 통해 Figur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또한 설정된 표준 모델의 가연물량 배치에

서 단위공간의 연소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대

표적인 화재 공간인 거실, 주방, 안방, 공부방 등 총 4

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화장

실과 발코니 부분은 화재 발생 확률이 적어 실험에서

배제하였다. 표준 모델 평면에서 분포된 가연물량을 설

정하기 위하여 56m2(17평)대의 주택을 대상으로 전체

가연물량을 조사한 결과, 표준 모델 평면에서의 전체 가

연물량 중 관련 자료의 습득 여부, 연소특성 DB 구축

으로서의 중요성, 가연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연소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단위 가구를 선정하

였다. 선정된 단위가구는 소파 등 10가지 품목으로 설

정하였으며, 설정된 가연물량은 Table 1과 같다.

3. 단위 구성품 실물화재실험

화재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열방출율

(Heat release rate, HRR), 연기발생량, 유해가스와 같은

화재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화재에서 가

장 중요한 물리량은 열방출율로서 화재의 전파, 온도

상승 및 연기생성량 등 모든 화재에 의해 유발되는 문

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연

성 물질별 열방출율, 유독가스 성분 및 발생량 파악을

위해 국제 화재시험평가 기준인 ISO-9705 시험법을 적

용한 룸코너 시험기를 이용하였으며, Figure 2에 나타

었다. 룸코너 시험기의 덕트 내부에 유독가스를 측정

하기 위한 샘플링 라인을 설치하여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을 이용하여 유독가스

(HCl, HCN, HBr)의 양을 측정하였다.

Table 2에서 측정된 열방출율과 연기생성율, CO, CO2

의 측정결과의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가연성 물질별 화재특성 실험결과 점화에 의한 가연

성 물질의 화재 반응은 물질에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연소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의자와 소파(1인용, 3인용)

의 경우는 점화원을 각 물질에 하부에 설치하여 실험

Table 1. Classification of Fire Load in Unit Space of

Apartment

설치장소 가연물명 치수 중량(kg)

거실

소파 3인용 + 1인용 53.7

TV 29" 30.2

책장 3자 31.8

주방

싱크대

(찬장포함)
1.74m(기본높이) 55

냉장고 400~500L 60.1

안방

침대 Queen 사이즈 33.45

화장대 표준 30.2

장롱 3자 기준 43.4

작은방 책상 set
컴퓨터 및 의자 포함

(어린이용)
41.1

기타 옷가지 의류 5

Figure 2. A photo of fire tester.

Table 2. A Max. Value of Fire Test Results (HRR, CO,

CO2, SPR)

최대
HRR

[kW]

최대
CO

[ppm]

최대
CO2

[%]

최대
SPR

[m2/s]

의자 0,563.8 0,081.3 0.70 07.9

소파(1인용) 0,378.6 0,288.9 0.50 10.2

소파(3인용) 0,516.3 0,343.6 0.70 11.2

화장대 0,169.3 0,056.9 0.18 01.1

장롱 0,832.1 3,894.2 1.80 37.8

침대 1,061.9 0,459.2 0.53 09.4

TV 0,53.09 0,151.8 0.07 05.4

의류 0,154.2 0,066.7 0.21 00.7

책상 1,241.2 0,835.2 2.57 03.3

책장 1,346.8 1,385.9 2.6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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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여 초기 점화 시간에서 등받이로 화염이 전

이되면서 연소시간이 길게 진행되었고, 의류와 장롱,

책장, 침대의 경우는 초기 점화와 함께 급격한 연소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면서 가장 높은 열방출율인 약 1,346kW

가 책장에서 나타났다. 또한 측정 결과, 유사한 가구류

인 화장대, 책장, 책상, 장롱 중에서 책장의 열방출율

이 최대 약 1,346.8kW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독가스는 장롱이 CO의 최대값은 약 3,894.2ppm으로

측정되었으며, 책상과 책장에서의 CO가 약 2.57%, 2.62%

로 다른 물질에 비해 높은 값이 측정되었다. 면직류가

포함된 품목에서는 침대가 가장 높은 최대 약 1,061.9kW

의 열방출율과 CO 최대 약 459.2ppm으로 측정되었다.

Table 3에서는 가연성 물질별 HCN, HCl, HBr의 측

정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화장대를 제외

한 나머지 물질들에서는 비교적 HCl의 값이 높게 측

정되었다. 또한, 측정 결과에서 HBr의 양은 나머지

HCN, HCl 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또한, 침대에서 다

른 가연성 물질에 비해 HCN, HCl, HBr의 최대값이 약

164.6ppm, 1,072.2ppm, 37.54ppm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싱크대와 냉장고의 경우 발생되는 열방출율을 고려

하여 라지스케일칼로리미터를 이용하여 열방출율과 연

기생성율, CO, CO2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싱크대와

냉장고의 최대 열방출율은 약 2,363kW, 3,051kW로 측

정되었으며, 냉장고의 경우 단열재로 포함되어 있는 우

레탄에 의해 높은 열방출율을 나타내었다. 두 가연물

모두 높은 열방출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싱크대

와 냉장고가 위치하고 있는 주방에서의 높은 화재위험

성을 보여주고 있다. 싱크대에서의 CO와 CO2의 발생

량은 최대 약 44ppm, 0.29%로 나타났으며, 냉장고의

CO와 CO2 발생량은 최대 약 152ppm, 0.36%로 나타

났다.

4. 단위 공간 실물화재실험

본 연구에서는 단위 공간별 화재특성 실험 및 DB화

Table 3. A Max. Value of Fire Test Results (HCN, HCl,

HBr)

최대 HCN
[ppm]

최대 HCl
[ppm]

최대 HBr
[ppm]

의자 031.9 0,193.2 07.73

소파(1인용) 044.4 0,167.1 06.05

소파(3인용) 045.9 0,185.3 06.97

화장대 018.7 0,008.6 01.59

장롱 058.6 0,261.8 07.51

침대 164.6 1,072.2 37.54

TV 008.3 0,029.6 03.05

의류 011.8 0,021.6 03.12

책상 062.2 0,065.7 04.31

책장 077.2 0,157.6 06.33
Figure 3. A sketch of real scale fire test and temperature

measuring senso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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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실규모 화재평가 장치를 이용하여, 거실, 침

실, 주방, 공부방에 대한 연소실험을 실시하였다. 구성

된 실물화재모델은 Figure 3, 4와 같이 거실, 침실, 공

부방, 주방을 모사하였다.

모델에 사용된 단위품목은 중규모 실험에서 사용된

단위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측정대상은 열

방출율, CO, CO2, 연기생성율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화

재 시 실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천정(상부)에 4

개의 열전대와 모델 중앙에 3개의 열전대, 그리고 벽

체의 6개의 열전대를 설치하여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Figure 5, 6, 7에 실험 결과를 도시하였다. 측정결과 침

실, 공부방의 경우 점화 후 약 5분 후, 거실은 점화 후

약 8분 후에 플래쉬오버 상태에 이르게 되어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주방의 경우는 찬장에서 냉장고로 연

소가 진행되는 속도에 의해 약 20분 후에 플래쉬오버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후 쇠퇴기에 이르게 되며, 싱크

대와 냉장고의 연소 확대 지체시간 때문에 성장과 쇠

퇴가 반복된다. 또한, Table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열

방출율, CO, CO2, 연기생성율의 최대치는 침실에서 나

타나고 있으며, 최대 열방출율 약 7,433.3kW, 최대 CO

578.6ppm, 최대 CO2 1.25%, 최대 연기생성율 166.9m2/

sec를 나타내었다. 단위품목 DB에서 높은 열방출율, 유

독가스, 연기생성율을 나타내고 있는 침대와 장롱이 설

치되어 있는 침실에서 높은 결과 값을 나타내고 있는

Figure 4. A photo of real scale fire test.

Figure 5. Real scale fire test results in bed room.(CO,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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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al scale fire test results (Temperature).Figure 6. Real scale fire test results (HRR, S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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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실내온도를 살펴보면 천장부에서의

온도변화는 열방출율 변화와 동일한 양상의 결과를 나

타내었다.

다만 벽면부에서 단위품목의 종류와 설치 유·무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모델의 중앙

에서 측정된 실내온도에서 거실에서는 최대 약 1,260oC,

침실에서는 최대 약 1,350oC, 주방에서는 최대 약

1,330oC, 공부방에서는 최대 약 1,340oC가 측정되어 모

든 모델에서 1,200oC 이상의 고온을 나타내었다.

5. 주택가연물의 연소패턴과 위험성 

본 연구에서는 주택 가연성 물질에서 발생되는 유독

가스인 CO, CO2, HCN, HCl, HBr의 발생량과 가연성

공간 내에서 발생되는 온도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여 주택 가연물의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HCN은 적은 양으로도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

는데, 의식을 잃게 하는 임계수준은 HCN이 90ppm이

고 CO는 900ppm이다.6) Table 5에서는 CO, HCN 등

연소 가스의 의한 인체의 허용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택 가연성 물질의 연소실험에서 측정한 CO2, CO,

HCN, HCl의 유해성은 단시간 노출 시 약 100,000ppm,

4,000ppm, 300ppm이며, 장시간 노출 시 CO2 약 5,000ppm,

CO 약 100ppm, HCN 약 10ppm으로 나타나 있다.

전술한 주택 가연성 물질의 실험에서는 단위품목에

서 발생되는 단시간에서의 유독가스의 발생량이기 때

문에 앞서 말한 유독가스의 유해성과의 정량적 분석보

다는 정성적 분석에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CO는 임계

점 900ppm에서 장롱의 경우 최대 약 4.3 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단시간 노출에서의 위험농도인 4,000ppm

에 도달하는 수치인 최대 약 3,894.2ppm을 나타내었다.

책장의 경우 최대 약 1.5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책상

의 경우도 임계점에 도달하는 수치를 나타내었다. CO2

는 화장대, TV, 의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장시

간 노출에 위험농도 5,000ppm을 초과하였다. 가장 독

성이 강한 HCN의 임계점인 90ppm을 침대에서 최대

약 1.8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품목에서 장시간

노출에서의 위험농도인 10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HCl은 장시간 노출에서의 위험농도가 너무 낮

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서 초과하였고, 침대에서 단시

간 노출에서의 위험농도인 1,500ppm에 근접한 약 최

대 1,072.2ppm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출에서의 위험

농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을 나

타내기 때문에 유독가스의 단시간 노출 시 위험농도를

초과하거나 CO와 HCN의 임계점을 넘는 가연성 물질

은 장롱, 책장, 침대로 나타났다.

가연성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의해 온도 또

한 열의 대류 또는 복사 등의 이동을 통하여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온도에 의해서는 두 가지 영향이 일

어날 수 있는데, 하나는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발생하

는 열응력이고, 다른 하나는 짧은 시간에 발생할 수 있

는 화상이다. 만약 피부온도가 45oC에 이르면 인체는

고통을 느끼게 되며, 이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깊은

피부조직까지 손상을 줄 수 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

에 대한 고통 유발 임계온도는 약 200oC이며, 인체는

땀의 발산으로 온도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지만 인체가

장시간 열을 받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Table 6은

공기온도와 인체의 생존 한계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의 중심 천장부 지

점과 천장부에서 아래 방향으로 50cm 간격으로 3지점

Table 4. A Max. Value of Real Scale Fire Test Results

(HRR, CO, CO2, SPR)

최대HRR
[kW]

최대CO
[ppm]

최대CO2

[%]
최대SPR

[m2/s]

거실 5,903.1 475.9 0.94 087.1

침실 7,433.3 578.6 1.25 166.9

주방 5,131.5 401.6 0.66 115.2

공부방 5,971.5 435.2 1.04 040.7

Table 5. Toxicity of Combustion Gas7)

연소가스
장시간 노출에서의

최대 허용농도(ppm)

단시간 노출에서의

위험농도(ppm)

CO2 5,000 100,000

NH3 100 4,000

CO 100 4,000

C6H6 25 12,000

H2S 20 600

HCN 10 300

HCl 5 1,500

SO2 5 500

NO2 5 120

HF 3 100

Cl 1 50

COCl2 1 25

PCl3 0.5 70

CH2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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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측정한 결과, 모든 공간에서 1,200oC 이상의 온

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Table 7에서는 단위 공간 내부

에서의 최대 온도 도달 시간과 가장 먼저 온도가 상승

하는 천장부에서 생존한계시간이 5분인 143oC에 도달

하는 시간 및 모든 지점에서 143oC에 도달하는 시간

을 나타내고 있다. 연소 초기에 가연성 물질의 배치와

특성에 따라 최대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에 차이를 보

이고 있지만 최소 주방에서 약 10분 정도 후면 최대

온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온도는 이

미 그래프 상에서 약 1,300oC를 넘고 있다. 온도 측정

지점에서 천장부 150cm 지점에서 가장 늦은 온도의 증

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주방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약 3분 이내에 143oC를 넘고 있다. 실험결과에서 초기

에 가연성 공간에서 화재가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 3분 내에 인체에 급격한 피해를 주는 온도로 화재

가 성장하기 때문에 화재가 확산이 진행되면 인체에

빠른 시간 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나

타내고 있다.

6. 결론 및 논의

주택화재 예방 및 주택의 화재위험도 평가 자료로

활용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표준 모델의 설정

및 설정된 표준 모델의 단위 가구 및 단위 공간에 대

한 연소특성 실물화재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29개소의 평면 구성, 가

연물의 량, 가연물의 배치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

해 표준 모델의 평면 형태, 가연물량을 설정하였으며,

연소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단위 가구 10가지

품목, 단위 공간(거실, 주방, 안방, 공부방 등) 4개소를

설정하였다.

(2) 선정된 10개의 단위 가연물의 화재특성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냉장고에서 최대 약 3,051kW의 가장 높

은 열방출율을 나타내었다. CO의 최대값은 장롱에서

최대 약 3,894.2ppm으로 나타났고, 가장 유독한 HCN

은 침대에서 최대 약 164.6ppm으로 나타났다.

(3) 주택의 단위 공간에서의 실규모 화재실험을 실

시한 결과, 침실의 경우 열방출율이 7,433.3kW, CO

578.6ppm, CO2 1.25%, 연기생성율 166.9m2/sec으로 나

타났으며, 용도별 가연 공간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

으로 측정되었다. 장롱, 침구류 등 비교적 화재가 급속

히 전이 될 수 있는 가연물량이 다수 배치되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4) 주택에서의 화재안전성 분석을 위해 가연성 물

질과 가연성 물질 공간에서의 연소패턴을 분석하여 주

택 가연물의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 중 침대의 HCN은 임계수준에 약 1.8배 이상으로

검출되었으며, 장롱에서는 CO의 임계점에 약 4.3배 이

상, 책상에서는 약 1.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연성 공

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공기 온도가 143oC일 경

우 생존한계시간은 5분 이하이지만, 단위 공간의 연소

패턴을 분석한 결과, 주방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최

대 약 3분 이내에 모든 온도 측정 지점에서 143oC에

도달하여 화재가 확산이 진행되면 인체에 빠른 시간

내에 심각한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실물화재실험은 화재사고에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주거지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 구

성재료에 따른 열방출율, 실내온도, 유독가스량 등의

정량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위 공간의 화재

특성 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화재 확대 예측 시뮬레이

터을 보정함으로써 각 용도별 공간에서의 화재 확산

예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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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온도(oC) 생존 한계시간(분)

065 60 이하

100 25 이하

120 15 이하

143 5 이하

Table 7. Comparison of Time for Max. Temperature and

Dead Time (143oC)

최대 온도

도달 시간(지점)

천장부 온도

143oC 도달

시간

모든 지점

온도 143oC

도달 시간

거실
244초

(천장하부 150cm)
108초 163초

침실
223초

(천장하부 100cm)
116초 133초

공부방
216초

(천장하부 100cm)
046초 113초

주방
636초

(천장하부 50cm)
059초 5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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