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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업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멀티시스템형 에어컨실외기의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에어컨실외기의 실물 연소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에어컨실외기는 내부 폭발과 상부
배출 그릴을 통한 급격한 화염분출 및 화재확산을 보였으며, 이는 실외기 내부에 내장된 전선, 전자 제어
판, 열교환용 동판 및 합성수지류 등의 가연물이 연소하고 냉매가스가 충전된 배관이 가열로 인해 파괴되
어 냉매가스가 분출되면서 화재폭발과 외부로 화염분출을 가속시켜 일어난 것이다. 본 실험에서 에어컨실
외기의 최고 열방출율은 5,830 kW로 나타났으며, 열화상 카메라 및 열전대에 의해 측정된 실외기의 내부
온도는 최고 1,201 oC이고, 외부온도는 최고 881 oC 이상, 화염의 길이는 약 5 m 이상 상승하였다. 그러
므로 에어컨실외기의 화재는 주변 가연물을 발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건축물에 2차 화재를 발생시
킴으로써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물실험에서 얻어낸 결과는 향후 컴퓨터시뮬레
이션에서 에어컨실외기의 화재구현 및 주변 가연물로의 화재 확산 예측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ombustion test for real box of AC outdoor unit has been performed in this study in order to
estimate the fire hazard in multi-system type of AC outdoor unit which is currently used for commer-
cial use. The result showed that in test, there was explosion inside of AC outdoor unit, and flame
erupted and fire spread through upper side grill. And then this fire burnt the combustibles such as
wires, electronic control board, heat exchange copper plate and plastics etc inside the unit, refrigerant
gas pipe was burst due to fire, and accelerated the explosion and flame eruption to outside while the
refrigerant was erupting. It is found in this test that the maximum heat release rate of AC outdoor
unit is 5,830 kW, the maximum internal temperature measured with infrared camera and thermocouple
is 1,201 oC, maximum ambient temperature is 881 oC, and flame rose higher than about 5 m. It is con-
cluded that the fire in AC outdoor unit cause fire to combustibles around the unit, and may give big
damage by generating the secondary fir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btained from the test on the
real object may be applied to fire realization of AC outdoor unit and estimation of fire spreading to
the combustibles around in the future computer simulation.

Key words : Real scale fire test, Large scale calorimeter, Vertical spread, Air conditioner outdoor units, (AC:
Air condi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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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현상으로

인한 온도상승 및 여름 한밤의 열대야 현상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 주거환경의 변화 및 건축물

의 고급화에 따른 실내 온열환경의 쾌적성에 대한 욕

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 및 사무 공간에서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에어컨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가구당 에어컨 보급률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제는 여름철 필수 가전제품으로 인식되고 있

다.1)

에너지 절약기술이 발달하면서 에어컨 시장이 급격

하게 팽창하였고, 1982년부터 인버터 에어컨이 등장하

였으며, 1985년 국내에 소개된 멀티에어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정용 에어컨의 보급 증가와 더불어 본격

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상업용 에어컨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분

리형 에어컨(SRAC, split-type room air conditioner)은

실내에 설치하는 실내기(indoor unit)와 실외에 설치하

는 실외기(outdoor unit)로 나뉘어져있으며, 분리형 에

어컨은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싱글형(single

type)과 멀티형(multi type)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2)

이러한 가정 및 상업용 에어컨의 보급증가와 더불어

에어컨실외기(outdoor unit)의 위험성을 간과한 무분별

한 위치선정에 따른 설치와 전기에 대한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이기에 관리 소홀이나 취급상 부주

의 등에 의해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무더

운 여름철에 가정 및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은

장시간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터의

과열이나 실외기 내·외부의 열 축척에 의해 화재가

Figure 1. Split type room air-conditioner.
Figure 3. The principles of refrigeration cycle of air-
conditioner of multi system type.

Figure 2. Structure of an outdoor unit of a Split type air-
conditioner.

발생 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업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리형 에어컨 형식 중 멀티형(multi type) 에어

컨실외기의 화재성상을 파악하고 건축물의 외벽설치

시 2차 화재발화원의 원인으로서의 가능성 여부를 확

인하고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Large scale

calorimeter test에 의한 연소실험을 실시하였다.

2. 에어컨실외기의 구조 및 역할

2.1 에어컨실외기의 구조

에어컨실외기(outdoor unit)의 구조는 Figure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크게는 압축기, 열교환기(응축기), 프로

펠러, 휀모터, 드라이어필터, 모세관, 냉매의 순환배관,

솔레노이드 밸브, 제어함, 각종 전선, 오리피스, 방출그

릴 및 본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실외기의 역할

에어컨실외기(outdoor unit)의 역할은 냉방 운전 시에

는 실내기(indoor unit)의 증발기(냉각코일)에서 증발된

냉매를 압축기에서 압축한 후 응축기(열교환기)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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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냉매를 응축시키고 다시 실내기의 증발기로 보내주

는데 실내기와 달리 뜨거운 바람을 옥외로 배출하는

장치로서, 냉방운전 중에는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이 과정을 반복하며 냉매는 계속 순환하는 냉동사

이클을 형성 건물내부를 설정온도 이하로 유지시켜주

는 역할을 한다.

3. 화재 위험성 및 화재사례

3.1 화재의 위험성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 동

안 선풍기 및 에어컨 과열로 총 110건의 화재가 발생

하였다. 2009년에는 45건이 발생, 1억 100여만 원의 재

산피해 중 에어컨에서는 18건이 발생하였고, 2008년에

는 65건 발생으로 2억 700여만 원의 피해를 냈으며 이

중 에어컨에서는 23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2년간 선풍기 등 냉방기로 인한 화재는 음식점,

판매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전체의 45.4 %인 50건이

발생했고, 주거시설이 31건(28.1 %), 학교·종교시설 등

공공시설이 29건(26.3 %) 순이었다.3)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실외기 전선의 노후 또는

동물(쥐) 등 외부요인으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단락

이 발생하거나, 기계 본체의 전자부품에 먼지가 쌓여

과열되는 경우, 제어회로 등 내부에 먼지 쌓임, 전선코

드 꼬임, 여름철의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냉방기구의

장시간 사용도 화재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어컨실외기(outdoor unit)의 설치 위치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어 건축물 주변, 외벽, 옥상, 발코니의 내부

및 창문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으며, 실외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또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어,

그에 따른 화재 위험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건축물의 외장재로 많이 사용되는 알루

미늄복합패널 및 외단열시스템(EIFS, Exterior Insulating

and Finishing System)은 화재에 취약한 안전상의 문제

점이 있다.4,5)

이러한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 외벽에 설치한 에

어컨실외기함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외장재에 의해

서 화염은 빠른 속도로 외벽을 통해 상승하고 창호

및 개구부를 통해 건축물 내부로 진입해 내부 가연물

을 발화시킬 수 있는 2차 화재의 원인으로 작용, 이

에 따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

상된다.

아래 Figure 4는 건축물 외벽부근 및 옥상에 설치한

에어컨실외기함의 설치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3.2 화재사례

최근의 화재사례를 보면 에어컨실외기 및 냉각탑 등

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며,

냉·난방을 위해 설치하는 이 시설들은 대부분 외벽

이나 옥상에 주로 설치된다.

그 화재사례를 보면 2009년 2월에 발생한 서울명동

역 인근의 21층 ○○○빌딩의 옥상 냉각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2008년의 서울 ○○빌딩에서는 Figur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1층의 에어컨실외기 부근에서 화재

가 발생해 외벽재료인 알루미늄복합패널에 내장된 폴

리에틸렌에 착화되어 폭 4~5 m 간격으로 최상층 18층

까지 순식간에 타 올라가면서 점차 V형태로 넓게 소

훼되었다.6)

Figure 4. installation status of Air conditioner outdoor units.

Figure 5. Fire of air conditioner outdoor units in the vicinity
of the building exterio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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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창원 ○○극장에서는 1층의 냉각탑에서 화재

가 발생하여 Figure 6과 같이 빌딩의 알루미늄복합패

널 외장재가 소훼되면서 최상층 13층까지 화염이 급속

히 확산되었다.

또한, 2010년 3월경 서울 중구 명동의 9층짜리 건물

의 옥상 에어컨실외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

재가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가 5분 만에 진화한 사례

도 있으며,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냉방시설인 에어

컨실외기 및 냉각탑에서의 화재발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4. 라지스케일 칼로리미터 실험

4.1 실험장치 구성

Large scale calorimeter의 장치는 원형후드 및 덕트 시

스템, 유량측정을 위한 차압 프로브, 열전대, 십자형 가

스포집설비 및 연기밀도 측정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7-9)

Figure 7는 원형후드 및 덕트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

며, 본 실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실험장치를 이용

하였다.

4.2 측정요소

본 실험에서는 측정요소인 열방출율, 열전대에 의한

Figure 6. Fire of cooling tower units for building air-
conditioner system.

Figure 8. Image of an object for the combustion experiment.

Figure 7. Hood and duct system.
Figure 9. The prepared object pictures for the combustion
experiment.

각 부분의 온도분포, CO농도, CO2농도를 측정하였다.

즉, 실물실험에 의해서 화재성상을 파악함으로서 열방

출율 및 각 부분에 설치한 열전대의 온도분포 등을 시

간변화에 따라 산출된 결과 값을 수집하고 기록함으로

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지고 관리되는 에어컨실외기의

화재위험성과 화재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자

료로 활용하기 위해 각 측정요소들의 결과 값을 도출

하였으며, 그 결과 에어컨실외기의 화재위험성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CO와 CO2농도는 창문 및 개구부 등을 통해

화재가 건물내부로 침투하여 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4.3 실험체의 선정

본 실험체는 현재 상업용 에어컨으로 가장 많이 쓰

이고 있는 분리형 에어컨(SRAC, split type room air

conditioner)형식 중 멀티시스템형(multi system type)의

실외기(outdoor unit)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사용여건과

동일하게 설치되도록 실험체 뒷면에 설치한 내화석고

보드에서 약 85 mm 이하로 떨어지고, 내부배관 및 압

축기에 냉매가스(플루오르화탄소계열인 HFC 410A)를

주입하여 밀봉한 상태로 설치하였다.

본 실험체를 Figure 8에서는 외형과 내부 일부를 3D

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크기는 폭 1.295 m, 높이 1.69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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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0.765 m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Figure 9에

서는 본 실험을 위해 준비된 실험체의 설치상태를 보

여주고 있다.

본 실험의 시나리오는 에어컨실외기함 내부에서 화

재가 발생할 때 실외기함 내부에서의 연소 확대경로

및 내부에서 외부로의 화재확산 형태와 거동을 해석하

기 위함이며, 외부공기가 내부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실외기함의 전면 하단부분을 일부 절단해 발화

원인 거즈(gauze)뭉치가 계속해서 연소할 수 있도록 하

였다.

4.4 화원의 선정

화원은 헵탄(Heptane, n-C7H16) 100 ml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외기 내부는 많은 부분이 철재로만 구성되어

있어 계속적인 연소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화원위치

로 압축기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난연성 커

버부근으로 선정하였다.

실외기 내부 하단에 헵탄(Heptane, n-C7H16) 100 ml

를 적신 거즈(gauze) 뭉치를 넣고, 실험이 시작되면 즉

시 자동가스점화 장치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4.5 열전대의 위치선정

열전대는 Figure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험장치의

최대 설치수량인 총 16개소를 설치하였다. 에어컨실외

기함의 외측 배면에 9개소(T1~T9), 전면에 3개소

(T10~T12)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실외기함 내부의 열

전대 위치는 상부 임펠러의 전동기 모터 하단부에 2개

소(T13~T14), 정속 압축기 상부에 1개소(T15), 화원 부

근인 압축기에 1개소(T16)를 설치하였다.

실외기함 외부에 설치한 열전대의 배치 높이는 Figure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바닥에서 높이 1 m를 기준으로

상부로 0.7 m 간격으로 2개씩을 그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1 m 간격으로 각각 1개씩 배치하였다. 그리고

실외기 외부 전면부에 설치한 열전대의 높이도 이와

동일하며 세로방향으로 3개소만 배치하였다.

정확한 온도측정을 위해 에어컨실외기 배면에서 약

85 mm를 이격하여 내화석고 보드(폭 2.4 m(1.2 m × 2개),

높이 2.4 m, 두께 5 mm)를 설치하고, 또한 에어컨실외

기의 화재 시 복사열유속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

해 실외기 전면에서 약 1 m 떨어져 사각 Steel bar(높

이 2.4 m)를 배치하여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4.6 Large scale calorimeter에 의한 연소실험

4.6.1 실험의 조건

본 실험의 구성은 외벽에 근접하여 설치된 에어컨실

외기 내부에서(과부하, 전선의 꼬임, 전선의 노후, 제어

판의 먼지 쌓임에 의한 과열 및 열 축적 등) 다양한 원

인으로 발화하여 화재로 성장할 경우, 에어컨실외기함

의 주변 가연물, 건축물 외장재 및 인접 건축물로의 화

재 전이 및 확산 등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

해 실시한 실물화재 연소실험 시나리오이며, 본 연소

실험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열전대와 캠코더를 보조기

기로 사용하여 온도측정과 동시에 영상으로 촬영하고

매초 단위로 에어컨실외기의 연소성상과 실외기의 소

훼 형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Large

scale calorimeter에 의한 열방출율과 유해가스 발생량

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실제 에어컨실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개방공간인

옥외의 벽체 부근의 지면, 건물의 벽체 및 옥상이나 공

간의 여유가 있는 피로티나 발코니 부분 등에 주로 설

치되고 있으며, 특히 건물이 밀집된 도심지에 많이 설

치된다. 이러한 개방공간과 빌딩사이의 에어컨실외기

화재는 외부 기후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화재 플

럼(plume)의 방향과 확산속도에 미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것이나 본 실험은 건축물의 실내에서 수행된

관계로 외부기후 조건은 배제하였다.

4.6.2 연소실험

점화원인 헵탄 거즈(gauze) 뭉치에 착화된 후, 헵탄

이 연소하면서 실외기 내부는 점점 온도가 증가되고

화원주변의 내부가연물을 연소시키면서 내부온도는 더

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상승한 온도와 화염은

화원상부의 전선, 제어판 및 전자 부품을 연소시키고,Figure 10. The location drawing of installed thermo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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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배관을 가열시키면서 내부의 냉매가스를 팽창시키

기 시작하였다.

연소실험 시작 후, 약 231초경에 “딱”하는 소리가 발

생하였으며, 이는 전자 제어판이 연소되면서 전자부품

인 콘덴서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화염은 더욱더 증가하여 각종 전선 및 제어판

과 함상부의 가연성 합성수지류인 배출용 임펠러 및

보호커버를 가열하고 연소시켰으며, 가연성 액체가 함

의 하단부분인 압축기와 냉매배관으로 녹아 흘러내려

연소함으로서 이 부분의 온도는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후 연소가 약 238초까지 유지되며 진행되다가 239

초 때에 “펑”하는 첫 번째 폭발소리와 동시에 에어컨

실외기의 우측하단 화원부분에서 화염이 외부로 폭발

적으로 분출되었다. 이후 에어컨실외기의 상부 배출그

릴이 설치된 개방공간으로 화염분출이 폭발적으로 진

행되었으며, 화염의 길이는 최고 높이에 설치한 열전

대 높이인 2.4 m를 훨씬 넘어 약 5 m 이상으로 상승하

였다.

그리고 얼마 후 약 279초 때에 “펑”하는 두 번째 폭

발소리와 동시에 실외기 상부 배출그릴의 개방공간으

로 화염분출이 첫 번째 화염분출에 가중되어 더욱 폭

발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하였으며, 화염길이 또한 더욱

높게 상승하였다.

첫 번째 폭발은 화염부근의 압축기와 소구경 냉매배

관의 내부 가스가 화염에 의해 급속히 팽창하면서 냉

매배관의 연결부분이 파괴되며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지

며, 두 번째 폭발은 대구경의 냉매배관이 파괴되면서

냉매가스가 외부로 급격히 분출되고 연소되면서 화염

을 실외기함의 외부로 분출시킨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후 약 280초 때에 실외기의 좌측 측면인 열교환기

방열판에서 검은 연기가 분출되고, 곧바로 285초에서

Figure 11. Important event images for the progressing
period of combustion experiment by the thermal camera.

Figure 12. Important event images for the progressing
period of combustion experiment by the camera.

약 5초간 알루미늄 방열판으로 푸른 불꽃의 화염을 폭

발적으로 분출하였으며, 이후 측면으로 붉은 화염을 계

속적으로 분출하였다. 이 푸른 불꽃은 방열판인 알루

미늄의 용융온도 660 oC보다 내부의 화염온도가 높아

알루미늄 방열판을 녹이면서 화염이 분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되어진다.

이후 약 300초 때에 실외기의 전면 좌측하단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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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와 약간의 파편이 분출

되었다. 이는 실외기와 외부 냉매배관을 연결하는 부

분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실험을 위해 냉매가

스를 충전하고 밀봉하기 위해 냉매배관에 삽입한 플러

그가 빠지고, 팽창한 냉매가스가 외부로 분출되면서 발

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후 실외기의 상부로 화염분출은 계속적으로 진행

되고 조금씩 화염분출이 자자지면서 약 470초까지 진

행되었으며, 이후 내부연소가 계속 진행되고 내·외부

온도가 약 100 oC 이하로 낮아지면서, 이후 실험진행

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약 1,500초에서 실험

을 종료하기위해 대형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진화 후

실험을 종료하였다.

Figure 11은 연소진행상황을 실험 장비인 열화상 카

메라로 촬영한 영상 중 중요 이벤트를 캡처하여 시간

대 별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12는 연소진행상황을 실험 장비인 동영상 카

메라로 촬영한 영상 중 중요 이벤트를 캡처하여 시간

대 별로 나열한 것이다.

열전대에 의한 분석 결과, Figure 13~17과 같은 결

과를 도출하였다.

Figure 13은 실외기 내부에 설치한 열전대 T13~T16

의 결과를 나타낸 온도 그래프이며, T16은 화원부근에

설치한 열전대로서 점화원인 헵탄 거즈(gauze) 뭉치에

착화되면서 온도는 초기에 급상승하여 105초까지 약

686 oC로 상승하여 실외기의 내부온도를 증가시키고,

화원부근의 내부 주변가연물을 가열시키기 시작하였으

며, 이후 170초까지 약 471 oC까지 온도가 낮아진 후

곧바로 243초까지 약 787 oC로 급상승하였다. 이후 또

다시 254초까지 약 184 oC로 급강하 후 곧바로 474초

까지 약 767 oC로 급상승한 후 실험종료 때까지 767 oC

로 서서히 포물선을 그리며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T15는 압축기의 소음방지용 커버가 연소되면서 열전

대의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39초까지 약 123 oC로

상승하고 이후 79초까지 소폭으로 온도가 낮아진 후

Figure 14. Test results graph for temperature of thermocouples
(T1, T4, T7).

Figure 13. Test results graph for temperature of thermocouples
(T13, T14, T15, T16).

Figure 15. Test results graph for temperature of thermocouples
(T2, T5, T8).

Figure 16. Test results graph for temperature of thermocouples
(T3, T6, T9).

곧바로 112초까지 356 oC로 급상승하고, 291초까지

419 oC로 또다시 상승하였다. 이후 291초에서 357초까

지는 급격한 등락의 온도변화가 발생하였으며, 307초

에서 최고온도 975 oC를 나타냈고, 이후 445초까지 약

524 oC로 상승한 후 실험종료 때까지 88 oC로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화원의 상부에 설치된 전선, 제어판 등이 가열

되고 연소됨으로서 상부 배출용 전동기 모터 하단부에

설치한 T13과 T14 열전대의 온도 또한 상승하기 시작

하였으며, T13은 244초까지 약 65 oC로 상승하고, 이

후 244초에서 465초까지는 급격한 등락의 온도변화가

발생하고 304초에서 최고온도인 1,112 oC를 나타냈다.

이후 465초까지 약 558 oC로 급강하한 후 실험종료 때

까지 81 oC로 낮아졌다. T14는 245초까지 약 213 oC로

상승하고, 이후 245초에서 415초까지는 급격한 등락의

온도변화가 발생하고, 345초에서 실외기함 내부의 최

고온도인 1,201 oC를 나타내었다. 이후 415초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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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oC로 급강하한 후 실험종료 때까지 67 oC로 서서

히 낮아졌다.

Figure 14~16는 실외기의 외부 뒷면에 설치한 열전

대 T1~T9의 결과를 나타낸 온도 그래프이며, 모든 열

전대의 온도는 약 245초 지점에서 급격히 상승하고 이

후 바로 큰 폭으로 하강한 후 일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실험종료 때까지 서서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

다. Figure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어컨실외기함의

상부 배출그릴의 윗부분에 설치한 열전대 T2, T5에서

온도변화가 가장 크고, 그 최고온도는 약 881 oC 이상

이며, 그때 시간은 292초로 나타났다.

Figure 17는 실외기의 외부전면에 설치한 열전대

T10~T12의 결과를 나타낸 온도그래프이며, 모든 열전

대의 온도는 약 245초 지점에서 급격히 상승하고 이후

바로 실험종료 때까지 일정한 온도 폭으로 서서히 줄

었으며, 최상부에 설치한 열전대 T10에서 그 최고온도

인 103 oC를 나타냈다.

Figure 13~17의 열전대에 대한 온도변화 그래프와

Figure 12의 연소진행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실외기 내·외부 열전대에서의 급격한 온도변화는

내부 가연물의 급격한 연소반응에 의해 계속 상승하였

으며, 특히 큰 폭의 온도변화는 실외기 내부의 압축기

와 순환용 동관 내의 냉매가스가 급속히 팽창함으로서

동관의 연결부분이 파괴되고 냉매가스가 외부로 분출

되어 분출된 가스가 급격히 연소하면서, 그 순간 내·

외부 열전대의 온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이며, 또

한 두 번째 냉매용 동관의 파괴에 의해 더욱더 온도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진다.

4.6.3 열방출율(Heat release rate)

열방출율의 분석결과, Figure 18과 같은 결과가 도출

되었다. 점화원인 헵탄거즈(gauze) 뭉치에 착화되면서

초기 열방출율은 41 kW에서 내부가연물을 서서히 연

소시키며 509초까지 약 363 kW까지 증가하였다. 그 후

내부 가연물이 급격히 연소되어 실외기의 외부로 화염

이 격심하게 방출되면서 509초 경과 후 곧바로 급격히

수직상승하여 560초까지 최고 약 5,830 kW의 열방출

율을 나타냈으며, 곧바로 수직 하강하여 638초까지 약

1,500 kW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후 열방출율은 833

초까지 약 500 kW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하향 감소하

였고 실험종료 전까지 소폭의 등락을 유지하였으며, 실

험종료시간인 1,500초에서는 열방출율이 약 602 kW로

나타났다.

4.6.4 CO, CO2의 농도

거주자의 인명안전에 대한 SFPE Handbook과 NRCC

그리고 SFPE Case Study에 사용한 성능기준은 Table

1과 같다.10)

CO와 CO2농도의 분석결과, Figure 19 및 20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CO와 CO2의 농도 그래프의 곡선은

상기의 열방출율 그래프의 곡선과 비슷한 양상의 결과

를 보였으며, 최고의 CO농도는 565초에서 131.1 ppm를

Figure 17. Test results graph for temperature of thermocouples
(T10, T11, T12).

Figure 18. Test results graph for heat release rate.

Table 1. Performance Criteria

목적
제안하는

성능기준

Lower
Limit

Upper
Limit

거주자

인명

안전

독성에

의한

영향

CO 1,400 ppm 이하 1,700 ppm 이하

HCN 80 ppm 이하 80 ppm 이하

COHb 30 % 이하 40 % 이하

O2 12 % 이하 15 % 이하

CO2 5 % 이하 6 % 이하

Figure 19. Test results graph for CO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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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의 최고 농도는 555초에서 0.9014 %로 나타났다.

그 결과, 외부의 에어컨실외기 화재이므로 방출된 CO

와 CO2는 대기 중으로 확산됨으로 그 농도가 인체에 미

치는 영향은 구획화재와 비교해 경미하나, 실외기의 화

재가 건축물 외장재로 확대되어, 수직 벽을 타고 화재

가 상승해 외벽의 창문 및 개구부를 통해 건물 내로 화

재가 확대되었을 때 내부화재연소와 더불어 재실자의

피난과 인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 판단된다.

5. 고 찰

일반적으로 에어컨실외기(outdoor unit)의 설치 위치

에 관한 법적규제가 없어 건축물 주변, 외벽, 옥상, 발

코니 내부 및 창문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므로 화재

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화재사례에

서 알 수 있듯이 건축외장재의 재료나 에어컨실외기의

설치위치 및 환경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화재사례의 건축물 외장재는 짧은 시간에 급격히 수

직 확산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연소는

상층부로 확산되는 화염에서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해

건물 내부로 화염 및 연기가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11)

본 실험인 에어컨실외기 연소실험의 화재 위험성 평

가에서는 실외기에 착화하여 내부의 급격한 연소반응

과 냉매배관의 파열로 인한 냉매 가스분출과 가스의

급격한 연소반응에 의해 내부의 폭발과 동시에 외부로

의 급격한 화염분출이 발생하고, 최성기에 이르는 560

초에서 최고 5,830 kW의 열방출율을 보였으며, 실외기

의 내부 열전대의 최고온도는 1,201 oC, 외부 열전대의

최고온도는 881 oC를 나타내었고, 또한 외부로 분출한

화염길이는 5 m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외기의 연

소실험의 결과에서 열전대의 온도와 열방출율, CO,

CO2의 최고도달시간은 약 160초 이상의 많은 시간차

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실험체와 분석을 위한 측정 장

치의 설치 위치에 따른 거리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건축물의 외장재로 많이 사용되는 알루

미늄복합패널의 알루미늄 용융점이 660 oC인 점을 감

안할 때, 본 실험체인 실외기에 연소하여 생성된 외부

온도 881 oC는 0.5 mm의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복합패

널의 외부를 충분히 용융시켜 내부 심재에 연소됨으로

서 계속적인 상부 화재확산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5)

본 실험의 연소진행과정과 실험종료 후 자료를 비

교·분석한 결과, 건축물의 주변에 설치한 멀티시스템

형 에어컨실외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체화재만이

아니라 건축외장재 및 인접한 주변가연물로의 직접적

인 화염전파는 물론, 복사열유속의 간접적인 화재전이

에 의해 2차 화재의 원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고, 화재확산 또한 매우 빠르게 발생함으

로서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아 별도의 구획 등의 대처

가 절실히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 실외기 설치 시 위치선정에 있어서 반드

시 주변 환경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폭발이

Figure 20. Test results graph for CO2 concentration.

Figure 21. The damage status of experiment object after
end of the combus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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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격한 화염분출에 의한 주변가연물로의 화재전이

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호시설과 철저한 유지관

리를 수행하고, 실험을 통해 확인된 폭발 및 급격한 연

소반응 등에 대하여 적합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의

개발과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Figure 21은 실험종료 후 실험체의 내부 소훼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실험 전 실험체인 Figure 2의 에

어컨실외기의 구조와 Figure 21의 실험후의 에어컨실

외기의 내부 소훼상태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에

어컨실외기 내부에 내장된 전선, 전자 제어판 및 각종

부품과 합성수지류인 임펠러 등의 가연물이 모두 연소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내부에서 탈 수 있는 모

든 가연물이 연소되고 철재로 구성된 배관 및 전선 등

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 중 실외기의 좌측 측면으로 검은 연기와

푸른 불꽃의 화염을 폭발적으로 분출하였던 열교환용

알루미늄 방열판의 소훼상태와 2차례의 화재폭발과 급

격한 화염분출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던 냉매가스의 순

환용 대구경 동관의 연결부분이 분리되고 화염에 의해

파괴된 소훼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arge scale calorimeter에 의한 멀티

시스템형(multi system type) 에어컨실외기(outdoor unit)

의 화재 위험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화재위험성을

인식하여 실외기 설치 시 위치선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하며 폭발이나 급격한 화염분출에 의한

주변 가연물로의 화재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호시설의 설치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외기의 설치위치, 방호시설 및 관리규정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화재 위험성을 최소화하여

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본 실험에서 에어컨실외기의 최고 열방출율은 약

5,830 kW이며, 실외기 내부의 폭발과 상부의 열교환용

배출그릴을 통한 급격한 화염분출 및 확산을 보였다.

(2) 실외기의 내부 최고온도는 약 1,201 oC이고 외부

열교환용 배출그릴의 상부지역의 최고온도는 약 881 oC

에 달하였으며, 또한 실외기 전면부의 복사열에 의한

최고온도는 약 103 oC에 달하였다. 이 정도의 온도는

주변 가연물을 발화시켜 2차 화재의 착화 에너지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CO농도는 565초에서 131.1 ppm을 나타냈으며,

CO2의 농도는 555초에서 0.9014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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