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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축물에서의 성능기반 화재안전설계를 위해서는 구획 공간 내에서의 화재성장 및 화재크기와 같은 화재특성을 우선
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건축물에서의 구획공간의 형태, 환기조건 등과 같은 상이한 조건과 실규모 화재실험의 어려
움으로 인하여 관련 기초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에서의 구획공간에 대한 실규모의 화재
실험을 통해 공학적 화재 특성 데이터인 열방출률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규모의 화재실험은 침실공간으로 설정하였
으며, 화재실험은 2.4 (L) × 3.6 (W) × 2.4 (H) m의 구획 모델에서 실시하였다. 초기착화는 쓰레기통에서 발생하였으며,
화재실험은 총 30분에 동안 진행되었다. 화재실험결과, 실험 시작 7분 50초 이후부터 화염이 외부로 출화되었으며, 최대
열방출률은 실험 시작 9분 34초에 3810.6 kW로 측정되었다.

ABSTRACT

For The performance based fire design of the buildings, the fire characteristic such as proceeding and scale of the fire
should be figured out but, there is lack of relevant information because of different conditions and difficulties of mock-up
test like type of division space, ventilation condition, etc, in buildings. Therefore, in the study, a heal release rate etc, the
engineering characteristic data value on the fire is proposed by mock-up fire test for division space in buildings. The
mock-up fire test is carried out in a bedroom with 2.4 (L) × 3.6 (W) × 2.4 (H) m model. Initial ignition was started from
trash box and the test was carried out for 30 min. As a result of the fire test, flame was broken to outside within 7 min and
50 s after starting the test and the maximum heat release rate was measured as 3,810.6 kW at 9 min and 3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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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축물에서의 화재사고에 의한 위험에는 인명과 피난

행동에 관련된 위협, 건축물의 구조적 손해에 연유되는 위

협, 허용수준을 넘는 연소 확대 등이 있다. 이에 따른 화재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화재예방, 발

생화재의 초기 진화, 초기 진화 불가능 시 화재성장 및 전

파의 억제, 화재에 의한 연기의 전파 차단 및 신속한 배출

과 화재 및 연기 전파를 고려한 피난대책 등 각 방면에서

의 대응기술이 요구된다(1).

법규 중심의 화재안전기준은 최근의 신재료, 신공법의

사용 등을 활용한 대공간·초고층 건축물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적절히 화재안전 설계에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시대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지

적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기존의 화재안전 규정에 성능개념(Performance Based

Regulations)을 도입하여 화재시 건물의 형태, 제실자의 수,

공간의 규모 및 가연물의 형태 등을 고려한 화재안전규정

으로 변모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화재안전규정 제정이 이

루어지고 있다(2). 법규위주의 설계에서는 법규를 만족시키

는 디자인은 적절한 안전도를 보장하고 있다고 간주되지

만 성능위주 설계에서 그러한 실질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제안된 디자인을 평가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안전 기대치

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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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의 성능위주 화재안전 설계를 위해서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화재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러한 화재 위험

도를 낮추기 위해서 내화설계, 연소 확대방지설계, 피난안

전설계와 연기제어설계 등과 같은 공학적 화재안전 설계

가 이뤄지며, 이러한 화재안전설계 기술들에 대한 검증 절

차도 진행된다. 건축물에서의 화재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건축물에서의 화재 발생시 구획공간 내에서의 화재

성장과 화재 크기의 예측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

헌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화재 크기 산정 기법, FDS와 같

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과 실물화재 실험을 통한 화재

크기 산정 기법 등을 사용한다.

구획공간에서의 화재 크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설계

화재(Design Fires)를 통해서 예측하고 컴퓨터 화재 성장

모델링에서도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설계화재이다. 화재 성장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에는 대부분 시간에 따른 특정 열방출률을 설계

화재로 입력해야 한다. 화재 성장률은 연소 물질이외에도

발화원의 크기, 위치, 가연물량, 연소 물질 이외의 물체,

벽 또는 창문의 열린 부분까지의 거리 등과 같은 많은 인

자들에 의해 결정된다(4).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재 성장률은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화재성장속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

문에 실제 구획 공간에서의 정확한 화재위험도를 예측하

기 어렵고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

법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실물

화재 실험 데이터를 통한 검증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실물화재 실험을 위해서는 화재연구 관련 인프라 등이 구

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기존의 국외의 제

한적인 자료에 의존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

획 공간에서의 실규모 화재 실험을 통하여 구획 공간에서

의 화재성장과 화재크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구획공간에서의 화재실험

건축물에서의 용도 분류는 주거시설, 업무시설, 공장시

설과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사용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건축물에서의 용도별 화재발생현황 분석(5)
에 의

하면, 단순 화재발생건수가 많은 것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황시설, 공장시설로 제시되고 있다. 인명

과 재산피해를 고려한 용도별 피해현황에서는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이며, 그 중 단독과 공동주택에서

가장 높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건축물에서의 용도별 분류 중에서 화재 발생과 인명

의 피해가 가장 높은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구획 실규모 화

재실험을 진행하였다.

건축물에서의 화재 사고에 따른 화재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료별 연소실험, 가연물별 연소실험, 실규모의

구획화재 실험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재료별

연소실험은 콘칼로리미터 시험 등을 통해 구성재료에 대

한 열방출률 등을 예측할 수 있지만 복합재료가 사용되는

가연물에 대한 정확한 연소특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가연물별 연소실험은 가연물에 구성되는 재료의 옅특성,

크기 등의 서로 상이한 경우, 다른 측정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 일정 규모 크기의 구획 화재실험을 통해 재료별 연소

특성 등과 같은 인자들에 영향보다는 구획에서의 전체적

인 화재 성장 및 크기를 예측하고 있지만, 구획 화재 실험

은 비용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관련

자료가 국내·외적으로 미비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S F ISO 9705 시험방법(6)
에서 제

시하고 있는 2.4 (L) × 3.6 (W) × 2.4 (H) m의 크기의 화재실

을 구획 모델로 선정하여, 침대, 이불장, 화장대와 장롱 등과

같은 가연물들을 내부에 배치한 실규모의 구획 화재실험을

진행하였다. 구획 내부에서의 가연물 배치에 따른 화재 성상

변화는 화재 성장 속도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현실적으

로 가연물 배치에 따른 화재 위험도를 예측 및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화재실험에서는 내부의 가연

물에 배치에 대한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고 구획 내의 가연물

량에 대한 문헌 조사 값만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건축물에서의 화재하중(J)은 재료의 모든 표면적 및 부

피가 완전 연소될 때 발생될 수 있는 열량을 나타내고 화

재하중 밀도는 단위 면적당 화재하중(J/m2)으로 정의된다(7).

본 구획 화재 실험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 가연물량 조사

문헌
(8)
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 경기도 일대의 공동주택

15개소에서의 거실, 안방, 작은방에 대한 가연물량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공동주택의 가연물량은 평

균 22.67 kg/m2
으로 나타났다. 실규모 화재 실험시나리오

Table 1. Real Scale Fire Test Scenario

Combustible material mass 22.67 kg/m2

Furniture single mattress, blanket cabinet, wardrobe, clothing, paper, trash box

Measurement HRR, Temperature

Ignition trash box

Fire Test Large Scale Calorimeter

Mock-up Size 2.4 (L) × 3.6 (W) × 2.4 (H)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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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able 1에 제시하고 있으며, 화재실험은 라지스케일칼

로리미터(Large Scale Calorimeter)(9)
에서 실시하고 쓰레

기통에서의 초기 발화에 의한 전체 구획으로 화재가 확산

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결정하였다. 구획 화재실험은 라

지스케일칼로리미터에서 열방출률이 측정되고 내부에서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구획 모델 중심부에 열전대

선을 설치하여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Figure 1에서는 구

획모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열전대선의 위치를 나타내

고 있다. 열전대선은 구획 중심에 설치되었으며, 바닥면에

서부터 300, 500, 700, 900, 1100, 1300, 1500, 1700,

1900, 2100 mm에 위치에 총 10개가 위치한다.

Table 2에서는 실규모 화재실험을 위해 사용된 가연물에

무게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당 가연물들의 총 무게는 195.95

kg이다. 공동주택의 문헌상에서의 제시되고 있는 단위면적

당 가연물량을 구획 모델의 바닥면적을 적용하면 총 무게

는 195.86 kg으로 실제 가연물들의 총 무게와 비교할 경우,

0.09 kg의 오차가 발생된다. Figure 2에서는 구획 모델 내

부에 배치되어 있는 싱글침대, 이불장, 화장대와 장롱 등

과 같은 가연물을 보여주고 있다. 싱글침대와 장롱 사이에

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초기 착화 시 옆으로 화염이 확산

되도록 하였다.

3. 구획공간에서의 화재실험 결과

구획 공간에서의 실규모 화재실험은 쓰레기통에서 초기

착화가 발생하여 구획 전체로 화염이 확산되었으며, 화재

실험은 총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Figure 3에서는 화재

실험을 나타내고 있으며, 화재실험 결과, 쓰레기통에서 초

기 착화가 발생되어 약 3분 후에 인접한 침대로 화염이 전

파되었으며, 실험 시작 약 5분 이후에는 인접한 장롱으로

화염이 전파되었다. 실험 시작 7분 이후에 출입구로 출화

되는 연기의 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실험 시작 후 약 7분

50초부터 화염이 외부로 출화되었다. 실험 시작 후 약 20

분에 내부의 가연물이 전소되면서 외부로 출화하던 화염

은 쇠퇴하였으며, 이후 30분에 실험을 종료하였다.

화재실험을 통해서 측정된 열방출률의 측정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고 있다. 화재실험 시작 5분에는 81.0 kW, 7분

에는 368.7 kW, 10분에는 3458.2 kW, 15분에는 2947.4

kW, 20분에는 1422.5 kW로 측정되었으며, 화재실험을 종

료한 30분에는 559.4 kW로 측정되었다. 또한 구획내에서

의 열방출률이 1 MW가 넘는 시점은 화재실험 7분 49초

로 열방출률이 1137.8 kW로 측정되었다.

Figure 1. Position of thermocouples.

Figure 2. Photo of the inside in fire Mock-up.

Table 2. Size & Weight of Furniture

Size [(L) × (W) × (H) mm] Weight (kg)

Single mattress 980 × 1950 × 110 059.45

Blanket cabinet 900 × 490 × 1270 046.35

 Dressing table 800 × 405 × 1470 30.1

Wardrobe 810 × 590 × 1870 042.85

Clothing - 13.1

Paper - 02.5

Trash box 277 × 277 × 550 01.6

Total 1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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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규모의 화재실험을 통해 측정된 열방출를, 산소소모량

과 내부 온도 측정 결과는 Figure 4에서 나타내고 있다. 최

대 열방출률은 화재실험 시작 9분 34초에 3810.6 kW로 측

정되었고 최소 산소량은 실험 시작 9분 2초에 20.32%로 측

정되었다. 구획 공간에서의 내부 온도 변화는 플래시오버가

발생되는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서 내부온도가 1,350 oC에

도달하는 시간까지 나타내었으며, Table 4에서는 구획 내부

에서의 플래시오버 발생 온도인 600 oC(10)
에 도달하는 시간

을 나타내었다. 열전대선은 구획 모델 바닥면에서부터 천장

부까지 총 10개 지점에서 측정되었으며, 구획 천장부에서는

화재실험 7분 59초에 600 oC에 도달하였고 바닥면에서는 8

분 55초에 도달하였다. 구획화재는 초기 착화 이후에 약 4

분 20초에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열방출률

1 MW 도달시간과 내부 평균온도 600 oC의 시점을 고려한

플래시오버 예측 시간은 약 5분으로 예측할 수 있다.

4. 구획공간에서의 화재 크기 예측

건축물에서의 화재안전 설계를 위해 설정되어야 하는

구획 내에서의 화재 크기를 예측하기 위해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재료실험을 통해 산정된 이론식을 사용하여 최대

열방출률, 화재성장 예측, 플래시오버 발생 시점 등을 결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식의 배경에는 한정된 구

획 벽, 바닥 등에 대한 재료 물성치, 구획 내부에서의 화재

하중 값의 미적용 등으로 인하여 실규모의 화재실험의 필

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구획공간에서 화재 성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t2

화재는 건축물의 용도별 화재성장인자를 예측하여 구획공

간에서의 화재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Table 5에서는 국외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화재성장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문헌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

의 용도별 화재성장 값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화

재안전 설계 시 구획 공간에서의 화재 성장 및 화재 크기

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주거시설의 경우

고속과 중속으로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고 학교와 사무실

은 중속과 고속으로 쇼핑센터와 문화시설은 고속과 초고

속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화재실험을 통해 측정된 열방출률 데이터를 사용하

여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성장 속도 분석한 결과를 Table 6

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7에서는 실규모 화재실험 결

과를 사용하여 t2 화재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시하

고 있다. 화재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거시설에서의 화

재성장속도는 고속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성장 시간, τgrow

은 화재가 성장하는 단계부터 성장하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화재 성장 이후 최대 열방출률, Qpeak는 화재실험

을 통해 측정된 결과값을 적용하였다. 화재 성장이 감소되

는 시간, tmax는 527초, 감소가 끝나는 시간, tdecay는 1,500

초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장곡선을 Figure 5에 나

타내었다.

Figure 3. Photo of real scale fire test.

Table 3. Measurement Results of HRR

Time (min) Heat Release Rate (kW)

02 0.

05 0081.0

07 0368.7

10 3458.2

15 2947.4

20 1422.5

30 0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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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건축물에서의 성능위주 화재안전 설계를 위해서는 구획

공간에서의 화재크기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관련 연구 및 자료 등이 국내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에서의 용도별 분류 중에서 화재

발생과 인명의 피해가 많은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실

규모의 화재실험을 실시하였다. 실규모의 화재실험 결과,

열방출률은 최대 3810.6 kW로 측정되었으며, 내부의 온도

는 8분 55초안에 전체공간에서 600 oC를 초과하였으며,

화재가 성장한 이후 약 5분에 플래시오버가 발생하였다.

건축물에서 화재 크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t2

화재는 문헌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화재성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화재안전 설계자에 의해 구획 공간에서의 화재성

Figure 4. Results of real scale fire test.

Table 4. Time to Reach 600 oC

Position
Time [sec]

TC Position TC name

01 11 535

02 12 504

03 13 494

04 14 488

05 15 484

06 16 483

07 17 483

08 18 481

09 19 480

10 20 479

Table 5. Fire Growth of Building Uses

Building uses
Fire Growth

Boverket(11) BS PD 7974(12) B. Karlsson(13)

Dwelling Fast Medium Medium

School, Office Medium Medium Fast

Hotel, welfare facilities Fast - Fast

shopping center, cultural facilities Fast Fast Ultra-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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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다르게 예측될 수 있다. 본 실규모의 화재실험 데이

터를 사용한 결과 주거시설의 화재성장은 고속으로 제시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화재성장별 열방출률 곡선을 제시

하였다. 실규모의 화재실험 결과는 구획공간에서의 화재

크기 예측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

터 해석 프로그램인 FDS의 결과값에 대한 검증 및 초기

기본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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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ire Growth from Experiment Data

1,055 kW reaching time (s) α (kW/s2) Growth

208 0.024 Fast

Table 7. Event Time of Fire Growth from Experiment Data

τgrow (s) Qpeak (kW) tmax (s) tdecay (s) αdecay (s)

208 3810.6 527 1,500 0.0039

Figure 5. HRR data from experiment and approximated curve
with t2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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