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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full-scale combustion test for flame growth characteristics and temperature characteristics analysis to predict 
the risk of household Items fire when fire occurs. Experimental results, Refrigerator flames were the highest measured in 15 min time, 
and Washing machine is between 20 ~ 30 min, Drawer is 5 min, Sofa was enabled up to the size of the flame 15 min. In addition, the 
maximum combustion temperature was found from the time 20 min ~ 25 min, Sofa is temperature was elevated up to 1190 ℃, 
Refrigerator is 1,162 ℃, Drawer is 822 ℃, Washing machine appeared to be rising up to 670 ℃. Therefore, in the case of the maximum 
temperature of combustion Sofa it showed relative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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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축물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화재관련의 data base 및 방화, 내화, 피난, 안전 관

련의 각각 요소들에 대한 H/W 및 S/W적인 기술 확보

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외부 화재에 

의한 구조물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실내에 비치되어 

있는 고정식 및 이동식 가연물의 화재성장 특성 분석 

및 실내가연물의 화재 시의 화염의 전파특성, 유독가

스의 발생량 및 흐름 등의 실질적인 상관관계 분석 및 

위험성에 대한 정량적 해석으로부터 위험성을 판단하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화재의 발생과 확산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화재위험성을 판단

하고 예측하여야 하며, 복잡·다양화 되어가는 건축물 화

재의 취약성 인자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신뢰성 있는 접

근방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 
현재 화재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는 물리․화학, 연

기 및 인명안전, 화재보험, 위험도 평가, 구조 및 구급, 

화재 소방정책 및 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이 되

고 있으며, 화재역학 분야는 복잡한 화재현상을 이해

하고 규명하여 화재에 대응하여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다1). 또한, 화재의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연소확대 요인 변수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화재 시의 화염의 전파특성, 유독가스의 발생량 및 흐

름 등의 화재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규모 가연물

의 열원의 크기, 연료의 물성 및 열노출시간 특성 등으

로부터 열관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및 해석이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화재안전 연구의 선두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수

행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화

재안전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물실험을 통

한 각종 규모의 화재실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17). 하
지만, 국내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화재․소방에 대한 

역사가 짧으며, 화재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18-21)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물실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부

족하여 연소현상과 화재성상에 관한 정립된 지식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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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확보 측면

에서 화재거동에 관한 다양한 가연물질의 기초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실물 실험을 통한 과학적이고 정

량적인 결과의 제시는 주택화재에서의 메커니즘을 이

해하고 종합적인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재료의 화재 위험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특

정한 화재 조건에서 재료의 안전성, 착화성, 열방출량, 
열방출속도, 연기의 특성, 독성 등의 변수 등에 대해 

각각의 특성 뿐만이 아니라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종합

적으로 평가해야 한다19). 가연성 물질가운데 관련 물성 

특성치로는 연소열, 열방출량, 질량손실율, 연소에 필

요한 산소량, 연소속도, 기화열, 분해온도, 비열, 최소

발화온도, 발화시간, 최소한계농도, 최소착화에너지, 
화염온도, 화염높이, 화재하중, 고온층의 온도 등이 해

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획실 화재성장에 있어 열

기층 형성과 복사열의 크기를 결정짓는 이동식 가연물

의 화재성장 특성 해석과 주택화재 대응을 위한 생활

용품의 화재위험도 예측을 위한 온도변화특성과 연소

상황 특성의 자료제공에 의의를 두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실험재료

생활용품 가연물의 대상으로는 주택 내에서 가장 기

본적인 가연물 4가지를 선정하였다. 선행연구18)에 의

하면 주택의 표준가연물로는 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

택)의 규모로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바닥면적 

39~106㎡(12~32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평면

의 구성, 가연물의 양, 가연물의 배치 등에 대한 조

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침대(매트리스 포함), 장롱, 화
장대, 책장, 소파(3+1인용), TV, 싱크대(찬장 포함), 냉
장고, 이불(옷가지) 등의 기초 가연물들이 비치되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연물 가운데 냉장고(Refrigerator), 

세탁기(Washing machine), 장롱(Drawer), 소파(Sofa)를 대

Table 1. Four types specification of household items

Household Items Dimension(m) Weight(㎏) 

Refrigerator(676ℓ) 1.7*0.89*0.79 130

Washing machine(10kg) 0.64*0.698*0.925 53

Drawer(MDF) (0.58*1.97*0.8)*2 104

Sofa(leather)
1.35*0.88*0.73 39

0.61*0.69*0.35 16

Refrigerator(676ℓ) Washing machine(10kg)

Drawer(MDF) Sofa(leather)

Fig. 1. Four types of experiment materials. 

상으로 하여 실규모 그대로를 사용하였으며 Fig. 1과 Table 
1에 실험대상에 대한 사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2.2 화재성장 특성 분석

2.1.1 온도변화 특성 분석

주변 연료의 점화 등에 화재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가연물의 열방출량과 화염지속시간 특

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2). 화염이 지속되는 동안 

가연물의 화염성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온도에 대

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4가지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점화 후 초기 연소가 진

행되면서 화염이 전체로 확산되고 소멸되기 까지의 온

도 변화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열화상카메라(Flir사 

T420)를 준비하여 가연물로부터 7 m 거리 위치에서 측

정 하였다. 온도변화 특성은 5분 간격의 온도변화를 측

정하였다. 

2.1.2 연소상황 분석 

화재 시 화염의 크기와 성장하는 형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캠코더를 이용하였으며, 착화가 진행되면서 부

터 연소가 종료되는 총연소시간과 화염의 크기 특성에 

대한 연소상황을 관찰하였다. 

2.1.3 점화 조건

가연물의 점화는 헵탄(heptane)을 이용하였으며, 솜

뭉치(cotton ball)에 적신 후 라이터로 점화하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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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gnition method of combustibles

Household 
Items Method of Ignition

Refrigerator

· Ignition was ignited by lighter after the two cotton 
ball moistened with heptane

· Ignition position is ventilation facilities nearby at the 
bottom lighter

Washing 
machine

· Ignition was ignited by lighter after the two cotton 
ball moistened with heptane

· Ignition location is near the bottom lighter

Drawer

· Ignition was ignited by lighter after the two cotton 
ball moistened with heptane

· Ignited in the bottom lighter corner(22㎝ location)
· Open the lighter door
· Open area : 0.4*1.71=0.684㎡

Sofa

· Ignition was ignited by lighter after the two cotton 
ball moistened with heptane

· Cotton ignition by inserting between the sofa(The 
middle of the square sofa)

가연물에 대한 상세한 점화 방법을 Table 2에 나타내

었다. 
가연물을 점화시키기 위하여 헵탄(heptane)에 적신 

솜뭉치(cotton ball)을 사용하였다. 냉장고의 점화는 초

기점화 헵탄을 cotton ball 2개에 묻혀 라이터로 점화하

고, 점화위치는 오른쪽 하단 환풍시설 인근으로 설정

하였다. 장롱은 초기 점화 헵탄을 cotton ball 2개에 묻

혀 라이터로 점화하고, 점화위치 오른쪽 하단 22㎝에

서 점화하하고, 오른쪽 문(개방 면적 0.4*1.71= 0.684
㎡)을 개방하였다. 또한, 소파의 점화는 헵탄을 cotton 
ball 2개에 묻혀 라이터로 점화하고, 쇼파 사이 사각형 

쇼파 중간에 탈지면을 삽입하여 점화하였다. 세탁기는 

초기 점화 헵탄을 cotton ball 2개에 묻혀 라이터로 점

화하고, 점화위치는 오른쪽 아래에서 점화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생활용품 가운데 소파, 장롱, 냉장고, 
세탁기를 대상으로 실규모 화재실험을 수행한 결과, 
온도와 연소상황에 대한 특성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들

을 얻을 수 있었다.

3.1 총연소시간 특성 분석

Table 3에는 4가지 생활용품(냉장고, 세탁기, 장롱, 
소파)의 총 연소시간을 나타내었다. 총 연소시간을 살

펴보면, 4가지 제품 모두 착화 후 45 min 이내에 연소

가 종료되었으며, 연소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난 제품

은 세탁기로 착화 후 45 min 정도 연소가 진행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파는 32 min, 냉장고와 장

롱은 25 min 동안 연소가 진행된 후 소화되어 제품별 

Table 3. Total combustion time of household items

Household Items Total combustion time[min]

Refrigerator 25

Washing machine 45

Drawer 27

Sofa 32

총연소시간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

활용품별 총연소시간의 차이는 재료의 용도에 따른 구

성 성분의 차이로 내외부의 충전재로 구성된 다양한 

유기화합물과 비유기뮬질들의 배합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총연소

시간의 차이는 화재발생 시 최대열방출율이 나타나는 

시간변수를 제공하며, 최대열방출율 시간은 화재가 발

생하였을 경우 얼마나 빠르게 화재가 진행되는지를 예

측할 수 있는 화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세탁기는 냉장고나 장롱보다 화염을 지속하는 시간

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 화재발생 시 취약한 특성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화염성장 및 온도변화 특성 분석

3.2.1 냉장고 

Fig. 2에는 냉장고의 온도특성과 화염성장 특성을 

나타내었다. 착화 후 5 min 시간간격의 화염의 성장특

성을 살펴보면, 착화 후 5 min에 뒷면에 화염이 확산되

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8 min에 좌측으로 연소가 확

대되었다. 9 min 정도에 오른쪽으로 화염이 확산되어 

14 min에 문이 개방되었다. 
화염이 전체로 확산되는 특징은 15 min이 경과하면

서 나타났으며, 16 min에 소용돌이 형상과 함께 거대

한 기둥과 광음이 들렸으며 19 min에 내부로 연소확대 

되었다. 20min에서는 화염이 감소하는 형태로 소용돌

이가 멈추면서 23min에 전체로 화염이 확대되는 형태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특성을 살펴보면, 착화 후 5 min이 경과되면서 

350℃까지 상승 후 급격히 증가하여 10 min에 754℃까

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15 min 경에는 395℃까지 순간

적으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다가 20 
min을 경과하면서 최고온도인 1162℃ 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min 시간 정도에는 661 ℃까지 서

서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3.2.2 세탁기

Fig. 3에는 세탁기의 온도특성과 화염성장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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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nition 5 min 10 min 15 min 20 min 25 min

Ignition 5 min 10 min 15 min 20 min 25 min

Fig. 2. Fire growth and temperatur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ime variation of refrigerator.

Ignition 15 min 20 min 30 min 40 min 50 min

Ignition 15 min 20 min 30 min 40 min 50 min

Fig. 3. Fire growth and temperatur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ime variation of washing machine.

Table 4. Temperatur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ime variation

Household Items 0 min 5 min 10 min 15 min 20 min 25 min

Refrigerator 200 350 754 395 1162 661

Washing machine 200 200 200 200 670 524

Drawer 200 618 718 782 782 822

Sofa 200 618 200 782 1190 799

나타내었다. 착화 후 5 min 시간간격으로 화염의 성장

특성을 살펴보면, 점화 후 15 min 경과 시 검은 연기가 

발생하였으며, 17 min 경과 시 화염이 강해지면서 24 
min경 부터 화염이 확산과 감소를 반복되었다. 42 min 

경과 후 내부 부품에 폭발음 발생과 화염이 감소되었

으며, 45 min 경과 후 소화되었다. 
온도 특성을 살펴보면, 착화 후 15 min까지 20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20 min에 670℃까지 상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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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nition 5 min 10 min 15 min 20 min 25 min

Ignition 5 min 10 min 15 min 20 min 25 min

Fig. 5. Fire growth and temperatur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ime variation of drawer.

Fig. 4. Temperatur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ime 
variation.

연소가 종료되는 45 min까지 서서히 온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소

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연소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연소시간에 따른 화염의 높이 차이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화염의 높이는 열방출속도의 

지표역할을 한다22).

3.2.3 장롱 

장롱의 경우 연소상황은 점화 후 1분까지는 서서히 

연소가 이루어졌으며, 1 min 경과하면서 화염이 전체

적으로 확산되었고, 7 min 경과 후 오른쪽 장롱이 완전

히 연소되어 왼쪽 장롱으로 화염이 확산되었다. 
10 min 경과 시 왼쪽내부로 연소가 확대되었으며, 

12 min 경과 후 전체로 화염이 확산되었다. 14 min 경

과 하면서 왼쪽이 먼저 붕괴되면서 화염이 확산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27 min 경 소화되었다. 이에 대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장롱의 온도특성을 살펴보면, 착
화 후 200℃까지 상승 후 5 min 경과되면서 618℃로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 min 
시간이 소요되면서 822℃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롱의 구조나 형태상 내부에서 외부로의 연소

확산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선행 연구의 열방출곡선

이 두 개의 정점이 나타난 것도 이러한 장롱의 구조나 

형태에 의한 것으로 질량이 감소됨에 따라 열로부터 

차단되어 있던 또다른 장롱의 연료가 열에 노출되면서 

방출된 에너지가 원래의 에너지에 더해지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Fig. 5과 Table 4에 온도 변화특성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3.2.4 소파 

Fig. 6에는 세탁기의 온도특성과 화염성장 특성을 

나타내었다. 착화 후 2 min이 소요되는 시간에서 서서

히 연소가 이루어지고 2 min 경과 시 연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min 경과 후에 스툴에서 오른쪽 소

파로 연소확대가 이루어졌으며, 11분이 경과되면서 왼

쪽소파로 연소확대가 이루어졌다. 14 min 경에는 소파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17분에 소파 목재는 연소 중에 

있었으며, 20분에 화염이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쇼파 의 뼈대가 붕괴되는 시간은 23 min으로 32 min 
경에 소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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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nition 10 min 15 min 20 min 30 min 40 min

Ignition 10 min 15 min 20 min 30 min 40 min

Fig. 6. Fire growth and temperatur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ime variation of sofa.

가연물별 이러한 시간에 따른 온도와 화염의 크기 

차이는 연소가 발생하는 장소인 연료의 표면적과 관련

이 크며, 이러한 표면적은 열방출속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게 되어 화재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연소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연료의 많은 부분이 화염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많이 증발되어 연소규모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표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은 방향, 표면적대 질량비, 기하학적 구조, 밀도, 표면

거칠기와 두께 등으로 이러한 다양한 변수로 부터의 

영향이다20).
표면적대 질량비는 점화, 화염확산, 열방출속도를 

분석할 때 중요하며, 표면적의 증가 즉 크기가 큰 물질

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표면에서 나머지 부분으로 더 

잘 방산시킬수 있다. 또한 연료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

라 열전달 영향이 다르며, 평면과 볼록면은 오목면에 

비해 가해진 열유속을 더 많이 반사시킨다. 밀도가 낮

은 물체는 에너지를 빨리 방산시킬 수 없어서 점화가 

빨리 일어나기 쉽고 화염확산도 빠르게 작용한다22).
소파의 온도특성을 살펴보면, 착화 후 200℃까지 상

승 후 5 min 경과되면서 618℃로 온도가 급격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 min 까지 1,190℃까지 온

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min 경과 후 822℃
로 온도가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의 온도는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나 원자의 운동

량을 나타내는 척도라 할 수 있으며, 분자가 매우 빠르

게 운동하면 온도가 높게 되고, 반대로 분자가 느리게 

운동하면 온도가 낮게 된다. 온도가 동일한 두 시스템

간에는 열전달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러한 온도차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달된 에너지가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파의 경우 열전달이 빠르게 진

행되어 최대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화재발생 시 소

파는 화재에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택내 대표적인 가연물인 소파와 침

대와 전자제품인 냉장고, 세탁기에 대한 실물크기의 

연소실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가연물별 화염의 성장특성 결과로는, 냉장고는 15 
min에 화염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세탁기는 20~30 
min 사이에서, 장롱은 5 min, 소파는 15 min 정도의 시

간에서 화염의 크기가 최대로 활성화되어 화염이 확대

되는 특성을 보여 가연물의 형태별 차이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가연물별 연소최고온도는 20 min~25 min 시간 사

이에서 나타났으며, 소파는 최고 1190℃까지 온도가 

상승하였고, 냉장고는 1,162℃, 장롱은 822℃, 세탁기는 

670℃ 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파의 경우 연소

최고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에너지 크기는 생활용품별 차이를 보였으며, 소파

의 경우 열전달이 빠르게 진행되어 최대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화재발생 시 소파는 화재에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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