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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중구획공간내의 분무화재에 대하여 화재해석모델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BRANZFIRE 존 모델과 FDS 필드모델

의 해석결과를 실화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분무화재 형성에 사용된 연료는 톨루엔과 메탄올이며 개방된 ISO-9705

공간에서 화재실험을 수행하여 발열량을 측정하였다. 화재발생공간과 복도공간에서 FDS 모델의 예측온도는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였으며 존 모델의 경우도 해석모델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했다. FDS 모델의 타당성

을 평가한 결과, 화재해석의 평균온도는 최대 오차 25% 범위에서 실험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전체 위치에 대한 평균

값은 ± 10% 이내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제공했다. 본 연구는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화재해석모델의 적용범위를 확대

하고 모델한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신뢰성 높은 화재안전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has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the computational fire model and the results pre-

dicted by BRANZFIRE zone model and FDS field model are compared with a real scale fire test with spray fire in a

multi-compartment. The liquid spray fires fueled with toluene and methanol are used as the fire source and the quantita-

tive measurement of heat release rate is performed in an isolated ISO-9705 compartment with a standard door opening.

The temperature field predicted by FDS model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measurement in the fire room and the

corridor, and BRANZFIRE model also gave acceptable result in spite of its simplicity and roughness. The mean tempera-

ture predicted by FDS model corresponds with measurement within maximum discrepancy range of 25% and the overall

mean value of FDS model matched well with experimental data less than 10%.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 the

limitation and application scope of computational fire model and provide reference data for applying to reliable fire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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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건축물의 성능위주 소방설계나 주요시설물의

화재안전성 평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방법의 주요도구로 경제적이고 적용이 용이한 화재해석모

델(computational fire model)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1,2)

.

그러나 화재해석모델은 복잡한 연소메커니즘을 포함한 화

재유동현상을 해석하는데 많은 가정이 적용되고 다양한

경험적인 접근에 기초한 모델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해

석에 대한 결과의 타당성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제약

이 따른다. 따라서 화재해석모델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공간과 형태의 화재거동에 대한 검증연구

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해석모델의 한계와 적용범

위를 명확히 해야지만 화재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

고 설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화재해석모델의 검증연구는 단일구획공간

(single compartment) 내 화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다양한 화재조건과 환기조건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져 왔다. Dembsey 등은 20여개의 실화재실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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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존의 평균온도와 열유속 등을 비교하여 화재조건별 오

차를 평가하고 해석모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

다
(3)

. 고권현 등은 40% 축소된 ISO-9705 화재공간내의 환

기부족 구획화재에 대하여 실험결과와 FDS 화재해석모델

을 비교하였으며 천정부의 온도에 대해 우수한 예측성능

을 확인하였다
(4)

. 그러나 대부분의 실제공간은 단일구획공

간이라기보다 구획공간이 상호 연결된 다중구획공간의 형

태를 띄고 있으며 구획공간과 구획공간 혹은 구획공간과

복도 등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중구획공간의

화재는 단일구획공간의 화재특성과 차이를 보이는데 단일

구획공간의 경우 구획공간으로 유입(entrainment)은 개구

부를 통해 비교적 신선한 외기(ambient air)가 유입되지만

다중구획공간의 경우 인접한 구획실의 하층부를 통해 구

획공간간 유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입되는 공기의 상

태가 외기조건과는 다를 수 있으며 구획공간 간 유동이 화

재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다중구획공간화재에

대한 연구로 문선여 등은 원자력 발전소의 다중구획공간

에 대해 FDS 모델의 화재특성 예측을 위한 검증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정확한 경계조건이 제공된 FDS 해석결과가

다중 구획내부의 온도, 열유속 및 연소가스 농도를 정량적

으로 잘 예측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5,6)

. 그러나 다중구

획공간화재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성능

위주설계나 화재안전성 평가의 실제 대상 건축물이 다중

공간 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조건에 대한 화재해석모델의

검증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도를 포함한 다중구획공간 화

재에 대하여 화재해석에 널리 적용되는 대표적인 존 모델

(zone model)인 BRANZFIRE와 필드모델(field model)인

fire dynamics simulator (FDS) 모델에 의해 계산된 해석

결과를 실화재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증연구를 통해 화재조건에 따

른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파악함으로서 해석모델의 적용범

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모델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화재해석기법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실험 및 수치해석모델

2.1 화재실험

화재실험은 Figure 1과 같이 ISO-9705 구획공간과 길이

12.2 m의 복도형 공간을 연결한 다중구획공간에서 수행되

었다. 이동식 ISO-9705 공간은 고정된 복도공간에 비해 바

닥면이 0.3 m 정도 높게 설치되었고 ISO-9705 공간과 복도

공간은 폭 0.8 m, 높이 1.8 m의 출입구에 의해 연결된다.

복도 공간의 상층부에는 가로 0.6 m, 높이 0.3 m의 배기구

2개가 위치하고 ISO-9705 공간의 하층부에 가로 0.3 m,

세로 0.3 m의 개구부를 설치하여 화원으로 외부 공기 공

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중구획공간에는 3개의 열전

대 트리를 설치하였으며 각 열전대 트리에는 8개의 열전

대를 설치하였다. 열전대의 설치 높이는 각각 바닥으로부

터 0.3 m, 0.6 m, 0.9 m, 1.2 m, 1.5 m, 1.8 m, 2.1 m, 2.37 m

이다. 구획공간 내부에 설치된 열전대는 화원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복사열에 노출되어 화재크기에 따라 측정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복사의 영향을 배

제하기 위한 온도보정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적

인 보정이 수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해석모델과의 비교시

실험결과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화원은

ISO-9705 공간에 위치하며 출입구에서 0.9 m, 벽면에서

0.3 m 떨어져 있다. 사용된 연료는 연기생성이 많은 톨루

엔과 연기생성이 거의 없는 메탄올을 이용하였으며 분사

각이 90
o
인 분무노즐을 이용하여 분무화염(spray fire)를

형성하였다. 분무노즐의 아래에는 직경이 0.5 m인 원형 팬

을 설치하여 타지 않은 액체연료의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분사되는 액체연료의 양은 mass flow controller

(MFC)를 이용하여 제어하였다.

반밀폐된 화재공간에서는 화재에서 발생된 연소가스가

모두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축적되기 때문에 직접

적인 화재발열량의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복도가 없는 개방된 ISO-9705 공간에서 동일한 분

사유량에 대해 분무화재의 발열량을 3 MW급 대형칼로리

Figure 1. Schematic of the multi-compartment for fir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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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se summary for Grid Independence Test

Δx (m) D
*
/Δx Number of grids

Case 1 0.100 05.23 098,500

Case 2 0.087 06.04 197,100

Case 3 0.071 07.40 394,300

Case 4 0.050 10.46 788,500

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ure 2는 개방된 ISO-

9705 공간의 톨루엔 화재에 대해 측정된 발열량을 나타낸

다. 분무화재의 초기에는 화원부가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상태로 분사된 연료 중 일부가 하단부의 팬에 남아 연소되

었으나 약 2분경과 후부터는 분사된 연료가 대부분 분무

화염을 형성하였으며 준정상상태의 화재 발열량을 보였다.

톨루엔과 메탄올 분무화재의 준정상상태 발열량은 220

kW와 500 kW 정도이다.

2.2 화재해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화재해석에 널리 적용되는 필드모델인

FDS 5.5.3
(7)
과 존 모델인 BRANZFIRE 2012

(8)
를 이용하

여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실험결과와 직접 비교분석

하여 해석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화재해석에

적용된 톨루엔과 메탄올의 연료물성은 Table 1과 같다.

존 모델인 BRANZFIRE와 달리 FDS 모델은 해석격자

의 크기에 따라 해석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최적격자의 선정은 특성길이를 통한 격자해상도지수

Figure 2. Measured heat release rate of liquid spray fire of

toluene.

Table 1. Combustion Parameter for Fire Model
(9)

Parameter Toluene Methanol

Formula C7H8 CH3OH

Soot yield [g/g] 0.178 0.0001

CO yield [g/g] 0.066 0.001

Heat of combustion [kJ/kg] 40,520 19,800

Figure 3. Temperature profile at TC tree #1 and #3 for the toluene spray fire with grid size.

(grid resolution index)를 이용하는 방법
(10)
과 격자독립성

수행을 통해 최적 격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준정상상

태의 발열량에 대한 화재의 특성길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1)

여기서 ρo는 외기밀도(kg/m
3
), Cp는 공기비열(kJ/kgK),

To는 외기온도(K), g는 중력가속도(m/s
2
)를 의미한다. 주어

진 특성길이에 대한 격자해상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Φ = D
*
/Δx

여기서 Δx (m)는 대표격자의 크기를 의미한다. 경험적

으로 격자독립성을 만족하는 최소격자의 크기는 4 < Φ <

16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는

부족하며 특정 화재공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경험 값이다
(11)

. 격자독립성 시험에 적용된 격자해상도지

D
*
 = 

Q
·

ρoCpTo g
-------------------------
⎝ ⎠
⎜ ⎟
⎛ ⎞2/5



26 김성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8권 제5호, 2014년

수는 5.2~10.5 정도로 경험적인 범위를 만족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로 격자에 따른 해석해의 영향

을 비교하였다. Table 2는 격자독립성 평가를 위해 선정된

해석격자의 평균크기와 격자해상도지수, 격자수를 비교하

여 나타내며 최대격자는 10 cm이고 최소격자는 5 cm이다.

Figure 3은 격자수에 따른 준정상상태의 구획공간 내 수직

방향온도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

이 격자수에 따라 큰 차이는 없으나 격자크기가 가장 큰

Case 1의 해석결과가 다른 결과에 비해 약간 상향 예측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Case 2~4는 대부분 유사

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복도공간에서는 거의 일치

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해석결과와 계산량을 고려

하여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Case 2 격자를 최적

격자크기로 선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분석

Figure 4는 톨루엔 분무화재 시 화재 발생부인 ISO-

9705 공간내 열전대 Tree#1의 주요 높이에서의 실험결과

와 FDS 해석결과, BRANZFIRE의 상층부 온도(upper

layer temperature) 및 하층부온도(lower layer temperature)

를 화재진행시간에 따라 비교하여 나타낸다. 높이 1.5 m

이상의 연층부 온도변화 비교해보면, 실험결과의 경우 화

재발생 약 3분경과 후부터 준정상상태의 온도상승을 보이

고 있으나 화재해석모델은 화재발생 약 2분경과 후부터

일정한 온도상승을 보인다. 그러나 상층부에 대해 화재발

생 3분경과 후부터 실험결과와 FDS 결과가 매우 잘 일치

하고 있으며 존 모델의 경우도 모델의 단순함과 상층부의

평균온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신뢰할 만한 결과

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Z = 0.9 m 위치에서

는 FDS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에 비해 상향예측하고 있으

며 순간적인 섭동(fluctuation)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에서 적용된 측정 시간간격(sampling time)이 1초로써

유동의 섭동을 분해하기에 충분히 짧지 않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Z = 0.6 m 이하의 위치에서는 전체적

으로 실험결과와 FDS 해석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

으나 존 모델 결과는 다소 하향 예측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ure 5는 톨루엔 분무화재 시 화재발생부에 인접한 복

도공간 내 열전대 Tree#1 주요 높이에서 측정된 온도와

계산된 온도를 화재진행시간에 따라 비교하여 나타낸다.

복도공간의 상층부 온도는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

체적으로 구획공간에 비해 약 100
o
C 정도 낮게 나타났다.

복도공간의 경우, Z = 2.1 m 이상의 위치에서는 FDS 해석

결과가 실험결과에 비해 다소 하향 예측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으나 Z = 1.8 m 이하의 위치에서는 전체적으로 FDS

모델이 실험결과에 비해 상향 예측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FDS 해석결과는 20
o
C 이내에서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존 모델

의 경우 복도공간의 상층부에서 실험결과와 다소 큰 차이

를 보였으며 Z = 1.5 m 위치에서 실험결과 및 FDS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측정점의 위치가 화재실에

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재실로부터 배출된 열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존 모델

에서는 이러한 국부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연층의

평균온도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화재실 근처에서 상대적으

로 낮은 연층온도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하층부에서의 존 모델의 예측온도는 실험결과와 잘 일치

함을 보여준다.

Figure 6은 메탄올 화재시 450초~480초 사이의 평균온

도를 비교하여 나타낸다. 여기서 오차막대는 평균온도를

Figure 4. Time history of measured and predicted temperature at TC tree #1 for the toluene spray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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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최대온도와 최소온도의 범위를 나타낸다. 메탄올

화재는 톨루엔 화재에 비해 화재 발열량이 약 2배 이상 크

기 때문에 상층부의 온도도 크게 상승하였다. 화재실의 상

층부온도는 500
o
C 이상까지 상승하였으며 인접한 복도공

간의 최대온도도 300
o
C 이상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험의 경우 열전대의 반응특성과 충분하지 않은 시

간간격으로 인해 측정온도의 섭동이 크지 않지만 해석결

과는 국부적인 유동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섭동의 범위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상층부와 하층부가 경

계를 이루는 위치에서의 온도섭동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이는 화재 현상의 물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층부 평균온도는 FDS 해석결과가 다소 하향

예측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50
o
C 이내에서 비교적 잘 일

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화재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30초 동안의

평균온도를 계산하여 실험결과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Figure 7은 톨루엔 화재시 330초~360초 사이의

FDS 모델과 실험의 평균온도를 비교하여 나타내며 오차

막대는 평균구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낸다. 화재공간

에 설치된 열전대 Tree#1의 상하층 경계부를 제외하고는

실험결과와 FDS 해석결과는 잘 일치하고 있으며 측정위

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FDS 해석결과

는 실험결과에 비해 약 6% 정도 상향예측하고 있다. 전체

적으로 FDS 해석결과는 25% 정도의 최대 상향예측오차

와 10% 수준의 최대 하향예측 오차범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치에서의 평균 오차는 ± 10% 정도의

범위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톨루엔

화재가 다량의 그을음을 생성하고 구획공간의 환기상태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중구획공간에 대해 비교적

Figure 7. Validation of the predicted temperature for toluene

spray fire.

Figure 5. Time history of measured and predicted temperature at TC tree #2 for the toluene spray fire.

Figure 6. Comparison of vertical temperature profile between

measurement and prediction at TC tree #1 and #2 for the

methanol spray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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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8은 메탄올 분무 화재 시 450초~480초 사이의

FDS 모델과 실험결과의 평균온도를 비교하여 나타낸다.

Figure 7과 마찬가지로 화재실의 열전대 Tree#1 상하층부

경계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오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전체적

으로 메탄올 분무화재는 톨루엔 화재에 비해 FDS 예측결

과가 실험결과에 더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FDS 해

석결과는 실험결과에 비해 약 7% 정도 하향예측하고 있

으며 전체적으로 구획공간 내 평균온도의 예측결과는

± 15% 정도의 범위에서 실험결과를 잘 따르고 있음을 보

여준다.

사용된 연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측정된 발열량을 이

용한 분무화재 해석결과는 다중구획공간 내 평균온도에

대해 위치별로 최대 25% 이내에서 실험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전체 위치에 대한 평균 오차는 실험결과와 ± 10%

이내의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3. 결 론

본 연구는 다중구획공간 내 액체연료의 분무화재 시 화

재해석모델의 온도예측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FDS 필

드모델 및 BRANZFIRE 존 모델의 해석결과를 실화재 실

험의 측정결과와 직접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측정된 발열량을 적용한 분무화재에 대해 FDS 모델에

의해 예측된 구획공간 내 상층부 온도분포는 실험결과와

잘 일치된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BRANZFIRE 모델의 경

우 모델의 단순함과 상층부의 평균온도임에도 실험의 화

재성상을 비교적 잘 모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

재실내의 상층부와 하층부가 경계를 이루는 영역에서는

FDS 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가 일부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

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FDS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톨루엔 화재의 경

우 FDS 해석의 평균온도가 실험결과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6% 정도 상향예측하고 있으며 최대 예측오차는 −10%~

25% 정도로 나타났다. 메탄올 화재의 경우 FDS 해석의

평균온도가 실험결과에 비해 약 7% 정도 하향예측하고

있으며 최대 예측오차는 ± 10% 정도의 범위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 다중구획공간에서 연기의 생성이 크고 화재 발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톨루엔 분무화재와 연기의 생성은 거의

없고 화재발열량은 상대적으로 큰 메탄올 분무화재 시 연

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측정된 발열량을 이용한 화재해

석모델의 예측온도는 최대 25% 이내의 범위에서 실험결

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평균온도의 예측오차는 ± 10% 이

내로서 화재해석모델이 온도장 해석에 있어서 신뢰할 만

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열유동장에 대한 화재해석모델의 검증 이외

에 연소생성물에 대한 검증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예

정이며 이러한 검증연구를 통해 화재해석모델의 적용범위

를 확대하고 다양한 공간 및 화재조건에 대한 타당성 평가

를 바탕으로 해석모델의 적용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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