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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ensitivity analysis of FDS(Fire Dynamics Simulator) results for the input uncertainty of heat release rate () which might 
be the most influencing parameter to fire behaviors was performed. The calculated results we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obtained by the OECD/NEA PRISME project. The sensitivity of FDS results with the change in  was also compared with the empirical 
correlations suggested in previous literature. As a result, the change in the specified  led to the different dependence of major quantities 
such as temperature and species concentrations for the over- and under-ventilated fire conditions, respectively. It was also found that the 
sensitivity of major quantities to uncertain value of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ults obtained using the previous empirical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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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 평가, 화재대응 체계구축 및 

성능위주의 효율적인 안전설계를 위하여 최근 화재모

델링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화재모델링

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분

야에서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를 중심으로 

화재모델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가 수행

되고 있으며, 화재모델링의 신뢰성에 관한 정량적인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실규모 화재실험을 통해 화재모델링을 위한 적용지침

서 NUREG-19341)와 화재모델의 검증 및 확인 지침서 

NUREG-18242)가 발간되어 화재모델링 수행 기준안으

로 사용되고 있다.
화재모델링 결과의 불확실도는 크게 모델오차와 입

력인자의 불확실도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모델오차

는 복잡한 화재현상의 수식화를 위한 단순화 과정과 

지배방정식의 수학적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다

양한 모델로 인하여 야기된다. 각 요소의 오차를 확인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정량화될 수 있다. 둘째, 입력인자의 불확실도는 화재

모델링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수치 및 물리적 입력

인자의 불확실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된다. 수치모델의 

충분한 이해 및 실험을 통해 얻어진 정확한 정보가 제

공되었을 때, 예측결과의 불확실도는 최소화될 수 있

다. 그러나 수치적 입력인자의 최적화는 다양한 화재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실험측

정의 본질적인 불확실도로 인한 물리적 입력인자 역시 

상당한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3). 그 결과 입력인자의 불

확실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입력

인자의 불확실도가 수치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 대안으

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결과는 화재위험성 평가에 적

절하게 반영되어야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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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적용된 대표적 화재모델인 FDS(Fire 
Dynamics Simulator)의 입력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실규모 화재실험을 대상으로 격자크기, 복사모델, 난류

모델 계수 등과 같은 수치적 입력인자와 연소열, CO 
및 soot yield 그리고 열발생률 등과 같은 물리적 입력

인자를 대상으로 검토되었다2,5-6). 그 결과 격자 크기와 

더불어 열발생률의 불확실도가 화재거동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입력인자로 인식되고 있다. 열발생률은 

화재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화재위험의 정도를 평

가하고 방화설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화재

특성치이다7). 그러나 다양한 열발생률의 측정법이 제

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5% ~ 25%의 높

은 측정 불확실도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2). 따라서 화

재모델링의 주요 입력변수로서 열발생률에 의해 화재

특성치의 정량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화재 위험성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원전 유형의 다중 

구획에서 수행된 화재 실증실험(PRISME door test)을 

대상으로 대표적 화재모델인 FDS의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하였다. 측정된 열발생률의 불확실도는 최대 ±25%
까지 고려하였으며, 이때 고온 연층 및 표면온도, 화학

종의 농도 등의 정량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열발

생률과 주요 화재특성치의 경험적 상관식(empirical 
correlation)을 이용한 기존의 민감도 분석법의 타당성

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검증 실험 및 수치해석 방법

2.1 검증 실험방법 및 조건

PRISME door test8)는 Fig. 1에서와 같이 5.0 m × 6.0 
m × 4.0 m의 내부 체적을 갖는 2개의 구획과 0.8 m × 
2.1 m 크기의 개방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DIVA 설비9)

에서 수행되었다. 각 구획의 벽, 바닥 및 천장은 0.3 m 
두께의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었다. 천장은 0.05 m 두
께의 락울(rock wool) 패널에 의해 단열되었다. 구획 내

부의 가스 및 벽면온도, 열유속(heat flux), 환기구의 체

적유량 및 O2, CO, CO2, THC, soot를 포함한 화학종의 

농도가 실시간 측정되었으며, 대표적인 물리량 및 측

정 위치는 Fig. 2에 표기되었다. 
강제 환기시스템은 Figs. 1과 2에서와 같이 각 구획 

천장 근처에 설치된 입구(inlet)와 출구(outlet)로 구성되

었으며, 공기 및 연소생성물은 모두 x축과 평행인 방향

으로 각각 공급 및 배출되었다. 실험은 공기 공급율에 

따른 다양한 화재조건이 고려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Fig. 1. Perspective view of the DIVA facility for the PRISME 
door tests.

Fig. 2. Top view of the two compartments and measurement 
points.

570 m3/h의 공급 및 배기를 통해 구획 내부가 과환기

화재를 형성하는 조건10)과 급기 및 배기계통 밸브를 

차단하여 유입 및 배출 유량을 0 m3/h로 설정한 환기부

족화재11)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료로는 n-dodecane의 

이성질체인 TPH(hydrogenated tetra-propylene, C12H26)가 

사용되었다. 0.05 m의 두께 및 0.1 m의 깊이를 갖는 

0.4 m2의 원형 팬(pan)이 사용되었으며, 구획 중앙, 바
닥면으로부터 0.4 m 높이를 갖는 질량 측정시스템(load 
cell) 위에 위치되었다. 각 조건의 실시간 연료의 질량 

감소율, 공급 및 배기유량에 대한 정보는 선행연구 논

문에서 확인될 수 있다12-13).

2.2 수치해석 방법 및 조건

다중 구획실 pool 화재 실증실험을 수치모사하기 위

하여 LES 기법이 적용된 FDS14)가 사용되었다. 아격자 

난류모델로는 original Smagorinsky eddy 점성모델이 사

용되었다. 연소모델에 대해서는 소화 및 CO의 생성⋅

소멸을 간략히 모사할 수 있도록 3단계 혼합분율모델

이 사용되었다. 본 계산에 사용된 LES 지배방정식 및 

상세한 계산방법은 참고문헌12)에서 확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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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H 연료의 연소열(heat of combustion)은 42,000 kJ/kg
으로 설정되었다15). 계산에 적용된 격자크기의 결정은 

동일한 실험조건에 대하여 수행된 선행연구12)에서 체

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0.1 m의 균일 격자계가 

적용되었으며, 적용된 격자수는 총 254,400이다.

2.3 경험적 상관식을 이용한 민감도 분석

초기 화재연구는 복잡한 화재현상의 체계적인 이해

를 위하여 화재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인자인 

열발생률()과 고온 연층의 온도 및 높이, 화염길이, 
화학종의 농도 등과 같은 주요 화재특성치와의 상관관

계를 얻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경험적 상관식들

은 화재특성의 이해 및 예측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며, 동시에 측정된 의 불확실도로 인한 화재모델

의 입력변수 불확실도를 평가하는 주요 방법론으로 활

용되고 있다.
Table 1은 NUREG-18242)에 제시된 의 변화에 따른 

주요 물리량들의 거듭제곱의 의존도(power depen-dence)
를 나타낸 것이다. 는 화재의 특성 직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온 연층(HGL: Hot Gas Layer)의 온도 상승

치  ∞∝
의 관계식에 따라, 이 15%의 불확실

도를 갖을 때 화재모델에 의해 예측된 HGL의 온도 상

승치의 상대적 변화량은 15% × (2/3) = 10%의 불확실도

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에 대한 민감도 분석법은 예

측된 물리량의 불활실도를 매우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

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제한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유도된 상관식이 모든 화재시나리오 및 화재조건에 정

량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 방법의 타

당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결과 및 검토

3.1 과환기화재 조건

Fig. 3은 room 1과 2에 약 570 m3/h의 일정량 공기를 

Table 1. Model sensitivity to uncertainty in  using the 
empirical correlations.

Quantity Power dependence

HGL temperature rise, Tg-T∞ 2/3 

HGL Depth, z -2/25

Ceiling jet temperature 2/3

Plume temperature 2/5 1.3<z/D*<3.3
2/3 3.3<z/D*

Surface temperature 2/3

Gas concentrations 1/2
Fig. 3. Gas and wall temperatures with the change(±15%) in 
 for O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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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고, 동일 체적유량을 배기시키는 과환기화재

(over-ventilated fire; OVF)조건10)에서, 화원에 공급되는 
을 ±15% 변화시킴에 따라 예측된 기체 및 벽면온도

를 실험결과와 비교⋅도시한 것이다. 각 그림 상단에 

삽입된 표기는 Fig. 2에 제시된 측정 위치를 의미한다. 
Figs. 3(a)와 (b)는 room 1에서 화원을 중심으로 

TG_L1_NW에 설치된 열전대 트리(tree), 바닥면으로부

터 2.05 m와 3.85 m 위치에서 측정된 기체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에서 측정된 연료의 질량소모율과 

문헌에서 인용된 연소열의 곱으로 표현된 기준 이 

적용되었을 때, z = 2.05 m의 위치에서는 다소 과소예

측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15%로 증가되었을 때, 기체

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15% ~ 20%의 범위 내에서 크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이 -15%로 감

소되었을 때, 기체의 온도는 기준 의 결과에 비해 매

우 작은 차이로 감소된다. 이러한 결과는 room 2 천장 

근처의 기체 온도를 나타낸 Fig. 3(c)의 결과에서도 확

인될 수 있다. Fig. 3(d)의 표면온도 역시 기체 온도에 

비해 시간에 따른 변동이 적을 뿐 정량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록 본 논문에는 제시되지 않았

으나, 다양한 위치에서 측정된 천장 및 바닥면의 열유

Fig. 4. Volume fractions of O2 and CO with the change(±15%) 

in  in room 1 for OVF.

속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4는 Fig. 3과 동일한 조건에서 room 1의 천장에

서 측정된 O2와 CO의 체적분율을 도시한 것이다. 기준 
의 예측결과는 실험결과를 매우 잘 예측하는 반면에, 
+15% 의 조건은 증가된 연료량으로 인하여 구획 내

의 산소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반면에 -15% 의 조건

은 기준 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

다. CO의 경우에도 +15% 의 조건은 보다 증가된 불

완전 연소로 인하여 CO가 크게 증가된 반면에, 기준 

및 -15% 의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온 연기층의 온도, 표면온도 

및 화학종의 농도 변화량은 이론적으로 의 거듭제곱

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Figs. 3과 4에서 확

인되었듯이 특정한 에 대한 화재특성치의 변화값보

다는 넓은 범위의  변화에 따른 통계적 관점의 민감

도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Fig. 5는 ±25%의 변화를 갖는 에 대하여 고온 연

층 및 표면온도 상승률의 변화량을 도시한 것이다. 그
림에서 점선은 기존의 경험적 상관식에 의한 의 민

감도를 나타낸 것이며, 실선은 room 1과 2의 다양한 측

Fig. 5. Sensitivities of upper layer and surface temperatures 

with the change in  for O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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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nsitivities of O2 and CO with the change in  for 

OVF.

정 위치에서 예측된 값들에 대한 선형 회기선을 나타

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 선에 표기된 기울기는 의 

변화량에 대한 기체 및 표면온도의 거듭제곱에 따른 

의존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경험적 상관식

에 따르면, 고온 연층 및 표면온도는 의 변화량에 대

하여 2/3(=0.67)의 거듭제곱 의존도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FDS 예측결과는 기체 및 표면온도가 각각 0.98과 

1.29의 보다 큰 거듭제곱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FDS에 입력된 이 +15% 불확실도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경험적 상관식을 이용한 민감도 분석결과는 

예측된 고온 상층부 온도와 표면온도에 대하여 10%의 

예측 불확실도를 보이는 반면에, 실제 FDS의 수행을 

통해 예측된 결과는 각각 15%와 23%의 매우 큰 불확

실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Fig. 6은 Fig. 5와 동일한 조건에서  변화에 대한 

O2와 CO의 농도 변화량을 도시한 것이다. 경험적 상관

식에 따르면 O2와 CO의 농도는 의 변화량에 대하여 

1/2(=0.50)의 거듭제곱 의존도를 갖지만, FDS의 수행을 

통해 얻어진 값은 O2와 CO에 대하여 각각 0.36과 0.90

으로 경험적 상관식에 의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 결과로부터 경험적 상관식에 의한 의 입력 

불확실도에 따른 화재특성치의 변화량은 상당히 낮게 

예측됨을 알 수 있다. 화재위험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을 고려할 때, 경험적 상관

식을 통한 주요 화재특성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의 적

용은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3.2 환기부족화재 조건

Fig. 7은 각 구획의 급기 및 배기계통의 밸브를 차단

하여 유입 및 배출 유량을 0 m3/h로 설정된 환기부족화

재(under-ventilated fire; UVF)조건11)에서, ±25%의 변화

를 갖는 에 대하여 고온 연층 및 표면온도 상승률의 

변화량을 도시한 것이다. 환기부족화재 조건에서 기준 
이 적용되었을 때 실험결과에 대한 FDS의 예측성능

은 참고문헌13)에서 확인될 수 있다. Fig. 7(a)의 고온 상

층부 온도 변화율을 살펴보면, 경험적 상관식에 의한 
의 거듭제곱 의존도인 2/3에 비해 FDS의 결과는 0.73
으로 약 9%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Fig. 7(b)에 제시

Fig. 7. Sensitivities of upper layer and surface temperature 

with the change in  for U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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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nsitivities of O2 and CO with the change in  for 

UVF.

된 표면온도를 살펴보면, 경험적 상관식에 의한 2/3에 

비해 FDS에 의한 거듭제곱 의존도는 1.30으로 94%의

매우 큰 차이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원전의 화재 발생 

시 전기 케이블, 전기 케비닛 및 주요 운전기기의 손상

은 주로 표면온도에 의해 평가됨을 고려할 때, 경험적 

상관식의 적용은 화재위험성을 크게 과소평가될 충분

한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Fig. 8은 Fig. 7과 동일한 조건에서  변화에 대한 

O2와 CO의 농도 변화량을 도시한 것이다. 의 변화량

이 증감됨에 따라 FDS에 의해 예측된 O2 농도 변화량

은 경험적 상관식에 의한 결과보다 약 60% 증가된 감

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CO 농도를 살펴보면,  변화량

에 따른 실제 민감도는 더욱 큼을 알 수 있다. 즉, 경험

적 상관식에 의해 예측된 값은 1/2인 반면에 FDS에 의

한 결과는 1.08로서 의 거듭제곱 의존도 차이(116%)
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s. 6과 8의 비교

를 통해  변화에 따른 주요 물리량의 의존도는 과환

기 및 환기부족화재의 분류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3.3 열발생률 15%의 불확실도에 대한 예측결과의 불확

실도 비교⋅분석

Fig. 9는 본 연구에서 검토된 과환기 및 환기부족화

재 조건들에 대하여, 가정된 15%의  입력 불확실도

에 대한 예측결과의 입력 불확실도를 정량적으로 도시

한 결과이다. NUREG-18242)에 제시된 경험적 상관식

에 의한 불확실도를 기준으로, 과환기 및 환기부족화

재 조건에 따라 FDS 예측결과에 의한 불확실도를 비

교하였다. 먼저 고온 연층의 온도(HGL_Tg)를 살펴보

면, 경험적 상관식에 의한 10%의 불확실도에 비해 과

환기 및 환기부족화재조건에서는 각각 15%와 11%의 

예측결과 불확실도를 보이고 있다. 연층의 높이

(HGL_z)의 경우, 경험적 상관식은 -1%인 반면에, 과환

기 및 환기부족화재조건에서는 각각 -2.4%와 -0.8%의 

불확실도를 갖는다. 천장 제트유동의 온도(T_ceil) 및 

플럼의 온도(T_plume) 역시 경험적 상관식과 각 화재

조건에 따른 불확실도에 큰 차이가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면온도(T_surf)의 경우 경험적 상관

식(10%)에 비해 FDS에 의한 민감도 분석결과(19%)는 

약 2배의 불확실도를 갖게 된다. 또한 다른 열적 화재

특성치와는 다르게 과환기 및 환기부족화재 조건의 불

확실도가 거의 동일하게 예측됨을 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O2, CO 및 CO2의 평균 불확실도를 살펴보면, 과
환기화재조건(9.2%)은 경험적 상관식에 의한 불확실도

(8%)와 유사하지만, 환기부족화재조건의 경우에 15%
로 매우 큰 차이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2.3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경험적 상관식을 이용한 
 입력 불확실도에 따른 예측결과의 불확실도에 대한 

Fig. 9. Uncertainties of important physical quantities with the 

change in  of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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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매우 단순하며, 추가적인 FDS 실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Fig.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용된 

FDS의 계산환경에서 의 입력 불확실도에 따른 화재

특성치의 예측 불확실도는 화재조건, 열 및 화학적 특

성치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된다. 따라서 비

록 주요 입력인자의 불확실도에 따른 체계적인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상당한 계산비용이 소요되더라도, FDS 
계산을 통한 민감도 분석의 수행은 화재모델링을 이용

한 화재위험성평가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수행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대표적인 화재모델 FDS를 이용한 화재위험성 평가

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재 거동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열발생률()의 입력 불확실도에 대한 

FDS 결과의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계산된 결과는 

OECD/NEA PRISME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진 실험 데

이터와 비교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의 측정 불확실도는 15% ~ 25%로 매

우 크며, 화재모델링의 입력변수로 적용될 때 야기되

는 주요 화재특성치(고온 연층 및 표면 온도, 화학종의 

농도 등)의 예측 불확실도는 과환기 및 환기부족화재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며, 경험적 상관식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도 큰 차이를 갖는다. 특히 FDS 실
행을 통해 얻어진 의 입력 불확실도에 대한 화재특

성치의 거듭제곱 의존도는 기존의 경험적 상관식에 의

한 값보다 상당히 높다. 그 결과 경험적 상관식을 적용

한 민감도 분석결과가 적용되었을 때 화재모델링을 이

용한 화재위험성은 크게 과소평가될 수 있다. 비록 

FDS의 반복적 계산을 통한 민감도 분석이 상당한 계

산비용을 요구하더라도 적용된 FDS의 계산환경에서 
의 측정 불확실도에 해당되는 넓은 범위 내에서 체

계적인 민감도 분석의 수행은 화재 위험성평가의 신뢰

도 개선시키는데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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