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re Sci. Eng., Vol. 30, No. 6, pp. 37-42, 2016 [Research Paper]

37

ISSN: 1738-7167

DOI: https://doi.org/10.7731/KIFSE.2016.30.6.037

화염 전파모델을 이용한 소파화재 설계화원구성의 적용성 연구

김성찬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Feasibility Study on the Fire Scenario Design of a Couch Burning 

through a Fire Spread Model

Sung-Chan Kim

Dept. of Fire Safety, Kyungil Univ.

(Received October 5, 2016; Revised November 10, 2016; Accepted November 16, 2016)

요 약

본 연구는 화재전파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화재 위험성 평가에 적용되는 설계화재 구성의 적용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

다. 화재전파해석을 위해 열중량분석과 시편연소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실험에서 얻어진 물성을 FDS 열해리 모델에 적용

하여 격자크기에 따른 화재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전체적인 화재성장특성은 실화재 실험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으

나 초기 피크 발열량과 전체 방출 열에너지는 약 30% 이내에서 유사한 예측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해석모델은 화재

성장율이나 최대발열량 도달시간 등과 같은 화재성장특성을 예측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델의 개선 및

재료 물성의 상세연구를 통해 설계화재시나리오 구성에 있어서 화재모델의 적용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has been perform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a flame spread model on the design fire scenario for

fire risk analysis. Thermo-Gravimetric analysis and sample burning test were conducted to obtain the material properties

of a single couch covered with synthetic leather material and a series of FDS calculations applying with the measured

material properties were performed for different grid sizes. The overall fire growth characteristics predicted by the fire

model were quite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a real scale fire test and the initial peak value of the HRR and total released

energy showed the results within a 30% discrepancy for the computational grids used in the present study. The current

model has some limitations in predicting the fire growth characteristics, such as fire growth rate and the time to the maxi-

mum HRR. This study shows that the fire model may be applicable to creating the design fire scenario through continu-

ous model improvement and detailed materi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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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재 모델링과정에서 화원조건은 해석모델의 신뢰성과

함께 타당한 해석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화재위험성 평가에서는 공간

내 다양한 가연물의 화염전파를 직접 고려하기보다 주어

진 시나리오를 화원 조건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

간상에서 화재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화원조건의 선택은 해석을 수행하는 엔

지니어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정으로 인식된다.

화재해석모델에서 주어진 해석대상에 대해 화원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간 내 가연물에 대한 화재성상 정보

를 필요로 하며 대상 가연물에 대한 실물화재 실험 혹은

유사 가연물에 대한 기존 실험결과를 직접 적용하거나 화

재성장, 최대발열량 정보 등 주요 화원변수를 이용한 설계

화원(design fire)을 구성하여 화재해석을 수행한다
(1,2)

. 그

러나 실물 화재실험으로부터 화원정보를 도출하기 위해서

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공간특

성에 따라 화재성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하에 수행된 화재 실험결과를 확장하여 일반화된 화

원조건으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다

양한 조건을 고려한 실물화재 실험결과가 충분히 많지 않

고 공간특성에 따른 화재성상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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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물 화재실험으로부터 화원조건을 도출하는 방

법 이외에 화재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가연물에 대한 화염전

파를 직접 해석하고 이 과정에서 계산된 발열량 정보를 바

탕으로 화재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최근 열해리 해석을 통해 고체가연물 화염전파의 직접

해석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

서는 단순 가연물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3,4)

.

따라서 해석대상 공간의 모든 가연물에 대해 화염전파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초기 화원에 대해 화재성장

과정을 열해리 모델을 통해 직접 해석함으로써 화원조건

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체가연물의 열해

리 모델의 해석에는 다양한 가연물의 열적, 화학적 물성정

보 뿐만 아니라 복잡한 열전달 및 열해리 메커니즘을 구현

하기 위한 해석모델과 많은 계산용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Figure 1은 화재 위험성 평가에 널리 적용되는 t
2
 화재성

장 시나리오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며 화재성장율(α, kW/

s
2
)과 최대발열량( , kW) 혹은 최대발열량 도달시간

(τmax)을 통해 설계화재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가연물의 화

재하중 정보를 통해 화재시속시간(Δt)을 파악할 수 있다.

(1)

(2)

(3)

화재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직접 설계화재를 구성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가연물에 대해 열해리 모델을 적용하여 화재전

파를 해석하고 계산된 발열량 정보로부터 가연물의 화재성

장율이나 최대발열량, 가연물에서 방출되는 총 열에너지 등

의 인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가연물의 화염전파 해석을 통해 화재시나리

오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가구 가연물에 대해 시편

실험을 통해 얻은 열해리 물성을 FDS 열해리 모델에 적용

하여 화재성장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실물화재 실험과 비

교하여 화재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수치해석모델의 적용가

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해석 방법

2.1 열해리 모델

본 연구에서는 Fire Dynamics Simulator (FDS) 6.4를

이용하여 화재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열해리 모델에서 1단

계 반응을 고려할 경우 반응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5)

.

(4)

(5)

여기서 Aj는 전지수인자(pre-exponential factor), Ej는 활

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 ns는 반응차수(reaction

order)를 나타내며 FDS 모델에서는 Lyon 등이 제시한 기

준온도(Tp)와 기준반응율(rp)을 이용한 방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6,7)

.

(6)

(7)

기준온도와 기준 반응율은 열중량분석법(Thermo-

Gravimetric Analysis: TGA)에 의해 산정되며 본 연구에

서는 이전 연구에서
(8)

 수행된 가죽 소파의 인조가죽 외피

와 PU 폼(Polyurethane) 충진재에 대해 TGA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온도와 기준반응율을 적용하여 Table 1과

같이 해석에 필요한 A와 E를 도출하였으며 반응차수는 1

로 가정하였다. 소파의 주요 가연물인 PU 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Kuldeep 등은 TGA 분석을 통해 PU 폼

에 대해 135,000 kJ/kmol 값을 얻었으며
(3)

, Meunders
(9)

 등

은 150,000 kJ/kmol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값과 유사

한 범위를 보인다.

q·max

q· = min αt
2
, q·max( )

q·max = ατmax

2

Δt = 
q

ατmax

2
-------------- + 

2

3
---τmax

rj = AjYs

ns, j − 
Ej

RTs

---------⎝ ⎠
⎛ ⎞exp

Ys = 
ρs

ρs, o

---------⎝ ⎠
⎛ ⎞

Ej = 
erp, j

Ys, o

----------
RTp, j

2

dT/dt( )
------------------

Aj = 
erp, j

Ys, o

----------
Ej

RTp, j

-------------⎝ ⎠
⎛ ⎞exp

Table 1. Calculation of A and E from Thermo-Gravimetric

Analysis

Parameters Leather
PU foam

(filler)

Reference temperature [K] 543.15 561.15

Reference rate [1/s] 1.25 × 10
−3

4.39E × 10
−3

Heating rate [K/min] 10 10

Pre-exponential factor, A [1/s] 2.19 × 10
2

3.36 × 10
15

Activation energy, Ea [kJ/kmol] 5.00 × 10
4

1.87 × 10
5

Figure 1. Design fire scenario with t
2
 fire grow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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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유효연소열을 산정하였다.

한편, 실제 대상 가연물에 대한 실물 화재실험은 한국소

방산업기술원의 ISO-9705 Room Corner Test 시험장치의

후드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실험 대상 소파는 1인용으로

인조가죽 외피와 내부의 PU 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외형의 최대 치수는 80 cm × 80 cm × 88 cm, 무게는 21.2

kgf이다. 가연물의 점화는 가구시험에 널리 적용되는 CA

133
(10)

 점화버너에 프로판 가스 13 lpm을 공급하여 30 s

동안 소파 좌석부에 점화를 유도하였다. 가연물에서 발생

되는 총 열에너지를 산정하기 위해 점화 이후 자연 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2.3 화재해석

화재해석은 FDS 6.4를 이용하였으며 TGA 실험을 통해

얻은 반응 물성을 적용하여 열해리 해석을 수행하였다. 연

소해석은 혼합과정에 의해 지배되는 1단계 단순반응모델

을 적용하였고 난류해석은 Large Eddy Simulation (LES)

모델에 기본적으로 적용된 Deardorff 아격자 모델을 적용

하였다. Figure 3은 실험에 적용된 실제 가연물과 이를 단

순화하여 형상화한 FDS 해석모델을 나타낸다. 실제 가연

물의 곡면 등은 단순화하여 형상화하였으며 실물 화재실

험 결과 소파의 목재부분은 대부분 연소되지 않고 일부만

탄화되어 해석모델에서는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연소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해석격자의 크기는 화재 유동의 거시적 특성뿐만 아니라

본 연구와 같이 벽면 근처의 열전달해석과 열해리 문제 해

석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로 인식된다. 해석에 적용된 격자

크기 정도는 무차원 화재특성길이를 이용하여 정량화하였

으며 가연물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각 방향으로 5 cm와

2.5 cm 크기의 격자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주어진 화

재 발열량에 대한 무차원 화재특성길이는 다음과 같다.

(9)

무차원 특성길이에 대한 격자해상도지수(Grid Resolution

D
*
 = 

Q
·

ρoCpTo g
-------------------------

⎝ ⎠
⎜ ⎟
⎛ ⎞2/5

2.2 실 험

실험은 가연물의 연료 물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편 연소

실험과 대상 가연물의 화재성장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실

화재 실험으로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고체가연물의 화재

전파과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연물로부터 기상의 연료

증기(fuel vapor)생성 과정을 해석하는 열해리 모델 이외

에 발생된 연료증기의 연소과정을 해석하기 위한 연소모

델과 물성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연물의 시편

연소실험을 통해 가연물의 발열량과 질량감소율을 측정하

고 이를 통해 유효연소열을 산정하였다.

Figure 2는 시편 연소실험에 적용된 벤치스케일 칼로리

미터를 나타내며 후드 크기는 40 cm, 덕트 직경은 10 cm

이고 산소소모법을 적용하여 화재 발열량을 측정한다. 그

림의 우측 상단은 가스 샘플링 및 연기농도 측정을 위한

광소멸 측정장치이며 우측 하단은 샘플가스 전처리 및 분

석장치를 나타낸다. 화재 발열량은 배기덕트에서의 유량,

온도, 가스농도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8)

가연물의 질량변화는 해상도가 0.1 g인 로드셀을 이용하

였으며 가연물의 질량감소율(mass loss rate)과 발열량을

q· t( ) = ΔHc, O2
m· e

φ
1 + φ α − 1( )
------------------------------- 1 − XH2O

o( )XO2

o
MWO2

MWair

----------------

Figure 3. Image of the tested single couch and simplified model for the FDS calculation.

Figure 2. Photographs of the bench scale calorimeter for

sample burning test.



40 김성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30권 제6호, 2016년

Index)는 격자의 대표 길이 Δ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10)

Table 2는 본 연구에 적용된 해석 대상 격자를 정리하여

나타내며 공학적 관점에서 적용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더

조밀한 격자에 대한 해석은 배제하였다. 화염전파모델은

국부적인 상세열전달 해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NUREG-

1824
(11)

 등에서 제시한 적정 격자해상도지수(4~16)보다 큰

값이 적용되었다.

3. 결 과

Figure 4는 시험 대상소파의 인조가죽과 PU 폼이 포함

된 시편을 연소하여 측정된 발열량이며 최대 발열량은 4.2

kW 정도이다. 유효연소열은 점화 후 100 s 경과 후에서

준 정상상태의 연소가 종료되는 400 s까지 300 s간의 질량

감소율과 발열량의 시간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측정된 유효연소열을 29,600 kJ/kg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PU 폼의 유효연소열은 22,200~28,000 kJ/kg
(12)
으로 알려

져 있으며 본 연구의 경우 PU 폼뿐만 아니라 인조가죽이

부착된 상태의 전체 시편에 대해 실험이 수행되어 연소열

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는 실화재 실험에서 측정된 발열량과 t
2
 화재의

ultra-fast와 fast 화재성장 모드를 비교하여 나타낸다. 100 s

경과 후부터 좌석부에서 녹은 잔존물이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좌석부의 가연물 잔량이 감소함에 따라 발열

량은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바닥에서 녹은 잔존

물이 추가 연소되어 소파의 바닥면과 뒷면으로의 급격한

화재전파를 유도하였다. 측정된 최대 발열량은 점화 시작

약 200 s 후 1.1 MW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화재성장은 초

기 점화 이후 ultra fast 화재성장과 잘 일치하였다. 이후

바닥의 잔존물의 연소에 따른 추가 화재 성장시 fast 화재

성장 모드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인조가죽과 PU 폼은

매우 빠르게 연소가 진행되었으나 소파를 지지하는 목재

프레임은 표면의 일부만 5 mm 이내로 탄화되었으며 연소

Φ = 
D

*

Δ
------

Table 2. Case Summary of the Computation Grid Used in

This Study

dx dy dz Δ D*/Δ No. of grids

Case 1 5.0 5.0 5.0 5.0 19.8 076,800

Case 2 5.0 5.0 2.5 4.3 22.9 153,600

Case 3 2.5 2.5 5.0 3.5 28.1 307,200

Case 4 2.5 2.5 2.5 2.5 39.7 614,400

Figure 4. Measured heat release rate using the bench scale

calorimeter for sample burning test.

Figure 6. The calculated heat release rate for the representa-

tive grid size of 5.0 cm, 4.3 cm, and 2.5 cm, respectively.

Figure 5. Measured heat release rate of a single burning

c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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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Figure 6은 TGA분석을 통해 얻은 열해리 물성과 시편

연소실험을 통해 얻은 유효연소열을 적용하여 격자크기별

로 계산된 FDS의 발열량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다. FDS

해석결과는 격자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점화원에 의한 점

화과정에서 거의 동일한 화재성장 특성을 보였으며 점화

원이 제거된 후 격자크기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였으나 점

화 후 첫 번째 피크 발열량은 비교적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초기 화재성장과정의 오차는 열해리 반응 해석의 단순화,

열전도율 및 비열 등의 열물성에 대한 가정, 기하학적 형

상의 차이, 해석모델의 한계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험과 달리 FDS 모델에는 가연물

의 용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과 같은 바닥면에서

가연성 잔존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화

재전파 특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7은 화재 실험동안 가연물의 용융이 시작되어 바

닥에서 잔존물이 연소하기 시작하는 시기(a)와 잔존물 연

소에 따른 가연물의 최성기 상태(b)의 거시적인 화염특성

을 FDS 계산결과(c)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바닥의 잔존물

이 연소하기 전의 거시적 화염특성은 실험과 FDS 결과가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바닥의 잔존물에 의

한 화재 확산이 이루어진 경우 가연물의 전체적인 부분에

서 연소가 이루어져 화염의 폭과 높이가 크게 증가하였다.

Table 3은 실험과 FDS 해석결과의 최대 발열량 값과 연

소과정에서 방출된 열에너지의 총량을 비교하여 나타낸다.

여기서 전체 방출된 열에너지는 임의 시간의 발열량에 대

해 시간 증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1)

최대 발열량은 FDS 해석격자의 크기에 따라 특별한 경

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실험에서 측정된 값에 대한 상대오

차는 격자 크기에 따라 10~34% 정도 차이를 보였다. 한편

가연물의 연소과정에서 방출된 열에너지의 상대오차는

27%에서 4%로 격자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실험값에 근사

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가연물 소재에 대한 열해리

정보와 연소물성, 적절한 해석기법이 적용될 경우 비교적

타당한 최대발열량의 예측과 전체 방출 열에너지의 평가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8은 실험과 FDS 해석에서 얻어진 전체 방출열에

너지에 대한 임의시간(t)까지의 누적 방출 열에너지의 비

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2)

qt = q· t( )dt∫

f = 
q· t( )dt

t=0

t

∫

qt

----------------------

Figure 7. Comparison of fire behavior between the real scale fire test and FDS calculation.

Table 3. Summary of the Peak HRR and Total Energy Release

EXP. Case 1 Case 2 Case 3 Case 4

Peak HRR [kW] 001,092 000,974 000,724 000,903 000,733

Total energy release [kJ] 139,221 102,124 118,201 118,928 134,075

Figure 8. Comparison of the cumulative fraction of the

energy release during couch b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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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경우 가연물에서 방출되는 총에너지의 약 90%

는 200 s 정도까지 화재성장에 따라 비교적 급격히 상승하

는 누적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나머지 10%의 열에

너지는 잔염에 의해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FDS 해석의 경우 시간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잔염에 의한

완만한 누적증가 구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FDS

해석시 열해리 모델에서 1단계 반응만을 고려하여 중간과

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증기의 생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

한 점과 가연물의 용융에 따른 잔존물이나 소파 프레임인

목재의 연소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며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

단된다. 실험의 경우 가연물에서 방출되는 총에너지의

95%를 방출하데 걸린 시간이 약 580 s이나 FDS 해석의

경우 150~293 s로 격자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3. 결 론

본 연구는 화재해석모델을 통해 설계화원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열중량분석 및 시편 연소실험을 통해 가

연물의 물성 정보를 적용하고 화재성장과정을 실화재 실

험결과와 비교분석하여 화재시나리오 구성에 있어서 수치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파의 시편재료에 대한 열중량 분석 및 연소실험

결과 인조가죽외피와 PU폼에 대해 열해리 반응의 주요인

자인 A는 2.19 × 10
2
, 3.36 × 10

15
1/s 정도이며 E는 5.0 ×

10
4
, 1.87 × 10

5
kJ/kmol로 각각 측정되었다. 또한 시편 가

연물의 유효연소열은 29,600 kJ/kg 정도로 측정된 시편재

료의 물성값이 기존 문헌의 결과와 비교하여 유사한 범위

의 값으로 측정되었다.

(2) 실험 대상 소파의 최대 발열량은 점화 시작 약 200 s

후 1.1 MW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화재성장은 초기 점화

이후 ultra-fast 화재성장, 이후 바닥의 잔존물에 따른 추가

화재 성장시 fast 화재성장 모드와 비교적 잘 일치된 결과

를 보였다.

(3) FDS 해석결과 점화과정에서는 격자크기에 따라 거

의 동일한 화재성장 특성을 보였으며 점화원이 제거된 후

화재성장 특성은 격자크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첫 번째

피크 발열량은 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가 비교적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과 달리 FDS 모델에는 가연물

의 용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과 같은 바닥면에서

의 잔존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화재전

파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실화재 실험과 FDS해석결과의 차이는 열해리 모델

의 한계, 가연물의 용융해석의 부재, 연소 모델의 부정확,

열물성 가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상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인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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