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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밀폐된 내부공간 혹은 구획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백드래프트(Backdraft) 현상은 폭발성 화재구를 동반하

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이 백드래프트는 소방관이

나 거주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재현상 중 하나로 알

려져 있지만 현상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재현도 

어렵고 그 물리적인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화재현상들에 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백드래프 현상은 199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Fleischmann1)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학적으로 재현되어 

현상론적인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후 일부 소수 연구

그룹에 의해서 백드래프 개시조건 및 화재 전파거동에 

관한 실험 및 전산해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eng 

and Fan2)은 NIST에서 개발 된 Fire Dynamics Simulator 

(FDS)를 이용하여 백드래프트 초기거동에서 중요한 구

획실 개구부를 통한 내부로의 중력흐름 현상과 점화조

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Ferraris3) 등은 FDS 

코드에 별도의 고급 연소모델을 도입하여 백드래프트

에 대한 전산해석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백드래프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

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본 연구그룹

에서는 FDS 코드를 이용하여 백드래프트 거동에 대한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1, No. 4, pp. 1-8, August 2016
Copyright@2016 by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pISSN 1738-3803, eISSN 2383-9953) All right reserved. http://dx.doi.org/10.14346/JKOSOS.2016.31.4.1

점화원 위치 및 점화시간 변화에 따른 

백드래프트 거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고민욱⋅오창보†⋅한용식*⋅도규형*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한국기계연구원 에너지플랜트안전연구실

(2016. 3. 23. 접수 / 2016. 7. 12. 수정 / 2016. 7. 21. 채택)

A Numerical Study of the Backdraft Behavior 

with the Variation of the Ignition Location and Time

Min Wook Ko⋅Chang Bo Oh†⋅Yong Shik Han*⋅Kyu Hyung Do*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nergy Plant Safety,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Received March 23, 2016 / Revised July 12, 2016 / Accepted July 21, 2016)

Abstract : The behavior of backdraft in the compartment with different ignition locations and times was numerically investigated. The Fire 
Dynamics Simulator (FDS) v5.5.3 with a model-free simulation option was used in the numerical simulation of backdraft. The ignition 
source was located near the inside wall, at the compartment center and near the window opening, respectively. The ignition was started at the 
instance when the fresh air reached the ignition location or when a sufficient time passed compare to the instance of the arriving of the fresh 
air to the ignition location. As a result, for the ignition source was located near the inside wall, a strong fire ball was observed at once and the 
result was similar to the previous experimental result. For the ignition source wa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compartment, a strong fire ball 
was occurred and two strong fire balls were observed consecutively for the ignition time was delayed. For the ignition source was located 
near the window opening and longer time was given for the ignition compare the duration of the fresh air arriving to the ignition location, the 
rapid temperature variation was not observed because there was no flame. However, for the ignition was started at the instance when the 
fresh air reached the ignition location, the ignition could be initiated and a intensive fire ball was observed. The pressure measured at the 
upper inside part of the window opening provided a similar trend with the previous experimental result of compartment backdraft.
Key Words : backdraft, fire dynamic simulator (FDS), numerical study, ignition time, ignition location

†Corresponding Author : Chang Bo Oh, Tel : +82-51-629-6472, E-mail : cboh@pknu.ac.kr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



고민욱⋅오창보⋅한용식⋅도규형

Journal of the KOSOS, Vol. 31, No. 4, 20162

전산해석을 수행하고 기존의 실험결과와 비교함으로

써 전산해석 결과의 유용성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조

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 연

구에서는 FDS 코드에 별도의 고급 연소모델을 추가하

지 않고서도 유한화학반응(Finite Chemistry) 모델을 적

용하여 백드래프트를 합리적으로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4-5). 이렇게 유용성이 확보된 전산해석 

기법은 구획실 내부 초기조건 및 개구부 형상이 백드

래프트의 중력흐름 현상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에도 활

용된 바 있다6). 

백드래프트 현상은 구획실의 기하학적 형상, 연료의 

종류, 점화원의 위치, 구획실 내부의 연료조성 및 온도 

등의 매우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백드래프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다

양한 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유용성이 검

토된 전산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검토하

지 못한 변수들 중에서 점화원의 위치와 점화시간이 

백드래프트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2. 계산방법 및 조건

2.1 계산대상 및 수치계산 방법

점화원의 위치와 점화시간이 백드래프트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계산대상은 Fig. 1과 같이 구성된 구

획실을 선정하였다. 계산에 이용된 구획실은 Weng and 

Fan2,7-9)의 실험을 참고하였으며, 축소된 규모의 구획실

(1.2 m × 0.6 m × 0.6 m)로서 개구부는 가로로 긴 형상 

(0.6 m × 0.2 m)을 이용하였다. 전산해석은 NIST에서 개

발된 화재해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FDS v5.5.310)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난류모델없이 유한화

학반응 모델을 적용한 Model-Free Simulation (MFS) 기

법을 이용하였다. 계산에 이용된 방정식과 MFS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4-5,11-15) 자세히 기술되어 있

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계산시간 측면에서 효율

적인 계산을 위해서 Fig. 1과 같이 y = 0.32 m인 단면에 

대칭조건(Mirror)을 설정하였다. 

Fig. 1. A schematic of the 3D computational domain.

2.2 격자 및 계산조건

본 연구그룹의 선행연구14)에서는 최소격자 5 mm 수

준의 격자계를 이용하여도 백드래프트 거동에 대해 엔

지니어링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는 충

분히 합리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5 mm의 균일격자계를 구성하여 

총 격자수가 약 8,500,000개 정도가 되도록 하였다. 구

획실 내부의 화학종 조성 및 온도조건은 Weng and 

Fan2)의 실험연구를 참고하여 결정하였으며, 주요 연료

성분은 메탄(CH4)이며 그 외 성분들과 온도는 Table 1

에 자세히 표시하였다. 

점화원의 크기는 가로 × 세로 × 높이 = 0.30 m × 

0.15 m × 0.02 m이다. 계산에 사용된 점화원도 중심축 

상에 위치하므로 대칭조건의 영향을 받아 절반의 영역

만 계산영역에 포함된다. 

구획실 내부에서 백드래프트가 개시되게 하기 위하

여 각 점화조건마다 점화원에서 1500℃의 고온 질소를 

0.5 s간 분사하여 혼합기를 점화시켰다. 점화원의 위치

변화와 점화시간 변화에 따른 백드래프트 거동을 고찰

하기 위해서 점화원은 Fig. 2와 같이 구획실 안쪽 벽면, 

구획실 중심 및 개구부 근처에 위치 시켰다. 점화 개시

Table 1. Species conditions and temperature in the compartment

Species Mass Fraction Temperature (℃)
& layer height (m)

YCH4 YO2 YCO YCO2 YN2 TU TL HL

0.1498 0.1478 0.0015 0.0185 0.6824 115 80 0.28

Fig. 2. The location of ignition source; (a) Near the Inside wall, (b) Compartment Center, (c) Near the window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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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gnition time according to ignition location

Cases Ignition Location Ignition Initiation Time, 
tig (s)

NIW Near the inside wall 3.5

CEN Compartment center 3.5, 1.75

NWO Near the window opening 3.5, 0.875

시간은 개구부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가 점화원에 도달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구획실 안

쪽 벽면에 위치할 경우는 3.5 s가 경과하면 개구부를 

통과한 공기가 점화원에 도달하게 된다. 점화원이 중

심과 개구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각각 1.75 s와 0.875 s

에 유입공기가 점화원에 이르게 되어 각 점화원 위치

에 대한 점화 개시시간(tig)으로 하였으며 구획실 안쪽 

벽면에서의 점화 개시시간 3.5 s는 비교를 위해 각 점

화원 위치에 대해서 해석을 추가하였다. 점화원 위치

와 점화시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ble 2에 기술되

어 있다. 

계산에 이용된 격자수가 통상의 화재해석에서보다 

매우 많기 때문에 계산시간을 고려하여 병렬계산을 수

행하였다. 계산에는 Intel(R) Core(TM)2 E8400 3.0 GHz

의 스펙을 갖는 15개의 Core에서 Message Passing 

Interface(MPI)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시간은 점화시

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조건 당 대략 24시간~48시간

이 소요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점화위치에 따른 백드래프트 거동

Fig. 3은 점화원이 구획실 안쪽 벽면에 있으면서

(NIW) 점화시간이 3.5 s인 조건에서 y = 0.32 m인 지점

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와 연료농도의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연료농도 분포에서 초반에 연료농도가 낮은 

부분은 개구부에서 유입된 공기에 의해서 희석되는 영

역이다. 1 s가 경과하면서 개방된 개구부를 통해 공기

가 유입되는데 이는 구획실 내부와 외부의 밀도차이에 

의한 중력흐름(Gravity current) 현상으로서 계산에 의

해서 잘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력흐름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는 구획실 바닥을 통해 안쪽으로 

유입되면서 내부의 고온 연료층과 점차 혼합되게 된다. 

유입된 공기가 구획실 안쪽 벽면 근처까지 도달하게 

되는 3.5 s에 고온 질소가 분사되어 연료-공기 혼합기

가 점화되고 화염이 생성된다. 화염은 부력에 의해 구

획실 천장을 따라서 개구부방향으로 전파되어 가며(4.0 

s), 화염형성에 따른 고온 열팽창에 의해 내부의 연료

Fig. 3. Temporal evolution of temperature and fuel mass 
fraction at y = 0.32 m for the case of NIW. 

Fig. 4. Temporal evolution of temperature and fuel mass 
fraction at y = 0.32 m for the case of CEN and tig=3.5 s.

층도 개구부 방향으로 밀려나가게 된다. 4.0 s에서 보

면 화염은 개구부를 막 통과하고 있지만 연료층은 이

보다 먼저 개구부를 통과하여 급격히 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고온 

화염대에 의해 열팽창으로 연료층이 화염보다 먼저 개

구부 바깥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이다. 4.3 s에서는 구획

실 내부가 대부분 고온영역이 되면 화염이 개구부 바

깥으로 급격히 분출되어 큰 화재구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6 s의 결과는 화재구가 개구부를 통해 완

전히 분출되고 나면 다시 개구부를 통해 구획실 바깥

의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준다.

Fig. 4는 구획실 중앙에 점화원을 위치시키고(CEN) 

점화 개시시간을 3.5 s로 한 경우에 대한 시간에 따른 

온도와 연료농도의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점화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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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위치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가 대략 

1.75 s면 점화원까지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3.5 s에 점

화를 개시하게 되면 구획실 벽면까지 공기가 충분히 

유입되고 나서 점화가 일어나게 된다. 3.5 s에 고온 점

화원을 공급했지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 s에 

이르러서야 구획실 상부에서 점화가 되어 화염이 형성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구획실 바닥 근처에는 

유입된 공기류가 아직 연료와 충분히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온 점화원이 공급되더

라도 바로 점화되지 않고 상부로 이동하면서 공기와 

연료가 충분히 혼합된 후에 점화되기 때문이다. 구획

실 천장근처의 상부에서 점화된 화염은 구획실 천장 

벽면을 따라 전파되어 4.6 s에서 볼 수 있듯이 개구부

의 상층부를 통해 밖으로 급격히 나가면서 화염구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미연 연료성분도 개구부 내의 열

팽창에 의해서 개구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주로 개구부

의 하층부를 통해 급격히 분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난 후 구획실 내부에는 구획실 내부에 남겨

진 연료성분들이 연소되면서 고온의 화염대가 형성되

고 이 화염으로 인한 열팽창의 영향으로 5.7 s에서 2번

째 화염구가 개구부를 통해 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점화원이 중앙에 위치한 경우에는 화염구

의 크기는 작지만 중앙의 점화원을 기준으로 2개로 분

리된 연료층의 영향으로 2번의 순차적인 화염구가 동

반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에는 점화원이 개구부 근처에 위치시키고 

(NWO) 점화 개시시간을 3.5 s로 한 경우에 대한 결과

를 도시하였다. 이 경우에는 0.875 s에 외부에서 유입

된 공기가 점화원 근처까지 도달한다. 이 결과에서는 

Fig. 4에서와 같이 구획실 내부까지 외부공기가 충분히 

Fig. 5. Temporal evolution of temperature and fuel mass 
fraction at y = 0.32 m for the case of NWO and tig=3.5 s.

유입되었고 동일한 시간에 점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점화가 되지 않아 화염이 형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이에 따라 화염구도 형성되지 않으면 연료성분의 

급격한 분출도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개구부 근처에

서는 계속되는 공기의 유입으로 인해 연료와 충분히 

혼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점화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

고 화염이 형성되지 못하고 결국 백드래프트도 관찰되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점화 개시시간을 부여하였지만 

점화원 위치에 따른 연료-공기의 혼합특성에 의해 백

드래프트 거동도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후의 

결과에서는 점화원 위치를 고정시킨 후 점화개시 시간

을 변경시켰을 경우의 백드래프트 거동을 살펴보겠다. 

Fig. 6은 CEN 조건에 대해 유입공기가 점화원에 도

달하는 시간인 1.75 s에 점화를 개시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구획실 바닥에서 점화가 된 후 화염은 천장까

지 제트화염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천장에서 양쪽으

로 나누어져 전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획실 안쪽으

로 전파된 화염은 구획실 내부의 미연 연료성분을 연

소시키면서 고온영역을 형성하게 되며, 개구부 방향으

로 전파된 화염은 매우 큰 화염구를 동반하는 백드래

프트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 조건에서의 화염구 크기

나 강도는 Fig. 4에서 본 점화개시 시간을 3.5 s로 한 

경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에는 NWO 조건에 대해서 점화개시 시간을 

0.875 s로 한 경우에 대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이 경우

에는 점화개시 시간이 너무 늦은 3.5 s(Fig. 5)의 경우

와는 달리 개구부 근처의 점화원 부근에서 점화가 되

어 화염구가 개구부 밖으로 분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0.875 s에서 점화된 화염은 두 개로 나누어져 구획실 

Fig. 6. Temporal evolution of temperature and fuel mass 
fraction at the y = 0.32 m for the case of CEN and tig=1.7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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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poral evolution of temperature and fuel mass fraction 
at the y = 0.32 m for the case of NWO and tig=0.875 s.

천장벽면을 따라 구획실 내부로 이동하거나 개구부를 

통과하여 구획실 바깥으로 분출된다. 이 경우 비록 화

염구는 형성되지만 구획실 내부 화염에 기인한 강한 

열팽창에 의해 화염구가 형성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압력상승은 낮은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

은 이후 결과에서 설명하겠다. 

3.2 압력의 변화 및 크기

구획실의 충분히 안쪽에서 점화가 이루어져 백드래

프트가 발생할 경우 구획실 내부의 특정 위치에서는 

두 개의 압력피크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압력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8과 

같이 개구부 근처의 수직축을 따라 5군데에서 압력을 

추출하였다. 압력센서가 위치한 수직축은 개구부 중심

을 통과하며 개구부의 아랫단에서부터 0.05 m 간격으

로 압력센서를 설치하였다. 이 압력센서 위치는 기존

의 실험연구들의 압력센서 위치와는 다르지만 개구부

를 화염구가 개구부를 통과할 때의 압력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기 때문에 백드래프트 거동을 파악하는데 유

Fig. 8. The pressure sensors location in the compartment.

Fig. 9. Pressure variation and magnitude for the case of NIW 

and tig=3.5 s.

Fig. 10. Fuel mass fraction and temperature at the time of frist 
and second pressure peak; (a) fuel mass fraction, (b) 

temperature.

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치를 결정하였다. 

Fig. 9는 NIW에서 점화개시 시간이 3.5 s인 경우의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Fig. 10은 같

은 조건에서 특정 시간대의 연료와 온도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압력 추출위치에 따라 압력의 변화가 크게 나

타나고 있지만 P1 즉, 가장 상부지점에서 뚜렷하게 두 

개의 압력피크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압력피크는 

대략 3.985 s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때는 Fig. 10(a)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화염은 개구부를 막 나가려고 하는 

순간이지만 연료성분이 매우 강한 제트처럼 분출되고 

있는 순간이다. 따라서 첫 번째 압력피크는 구획실 내

부의 연료성분이 화염의 열팽창에 의해서 개구부 밖으

로 강하게 밀려나가는 순간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다. 두 번째 압력피크는 4.276 s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연료성분 분출에 이어 화염구가 강하게 분출되어 

나가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염구나 고

온 연료성분은 주로 개구부의 상부를 통해서 나가고 

개구부의 하부에서는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P5의 압

력이 주로 부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구부 근처에서 백드래프트에 따르는 압력거동을 고

찰할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측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은 CEN의 경우에 대한 압력거동으로서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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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Pressure variation and magnitude for the case of CEN 
; (a) tig=3.5 s, (b) tig=1.75 s.

11(a)는 점화개시 시간이 3.5 s인 경우, Fig. 11(b)는 점

화개시 시간이 1.75 s인 경우에 대한 압력거동 결과이

다. 앞의 NIW 경우와 마찬가지로 P1의 압력크기가 가

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P5는 주로 부압을 보이고 있

다. 압력의 크기를 보면 Figs 4와 6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유입공기가 점화원에 도달한 순간인 1.75 s에 점화

를 개시한 경우가 압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3.5 s 점화개시 조건에서는 연료층이 두 

개로 나누어져 화염이 전파되고 구획실 내부의 화염대 

크기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연료분출에 의한 압력상승

이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후 2차 화염구가 분출

되는 약 5.7 s에서는 가장 높은 압력크기를 보인다. 압

력거동을 통해 백드래프트 전개시간을 살펴보면 1.75 s 

점화개시 조건이 훨씬 빨리 백드래프트가 전개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백드래프트가 강하게 보이는 1.75 s 

점화개시 조건에서는 명확한 두 개의 압력피크를 보이

(a)

(b)

Fig. 12. Pressure variation and magnitude for the case of 
NWO and ; (a) tig=3.5 s, (b) tig= 0.875 s.

고 있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화원이 중간에 위

치한 CEN 조건에서의 최고 압력값은 구획실 내부 벽

면 근처에서 점화한 NIW 조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 12는 NWO의 경우에 대한 압력거동으로서 Fig. 

12(a)는 점화개시 시간이 3.5 s인 경우, Fig. 12(b)는 점

화개시 시간이 0.875 s인 경우에 대한 압력거동 결과이

다. Fig. 12(a)에서 압력거동을 살펴보면, Fig. 5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점화개시 시간이 3.5 s일 경우에는 특

별한 온도변화나 급격한 연료분출이 없기 때문에 압력

의 변화도 거의 생기지 않는다. 다만 고온 연료가 개구

부의 상부를 통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압

력변화는 있지만 백드래프트가 있을 경우의 압력변화

에 비하면 무시할 정도의 크기이다. Fig. 12(b)의 압력

거동을 살펴보면 여러개의 압력피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구부 근처에서 연료의 분출, 화염구의 분출과 



점화원 위치 및 점화시간 변화에 따른 백드래프트 거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31권 제4호, 2016년 7

구획실 내부의 연소에 의한 열팽창이 복잡 다양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압력값들은 NWO나 

CEN 조건에서 백드래프트가 형성되는 경우의 압력보

다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백드래프트라

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인지도 명확하지는 않아 보

인다. 참고로 백드래프트 발생시의 압력크기는 구획실 

크기, 압력측정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백드래프트의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점화원의 위치와 점화 개

시시간의 변화를 통하여 백드래프트 전개특성을 수치

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점화원의 위치가 구획실 내부의 벽면근처, 구획실 

중앙, 개구부 근처의 세 경우에 대해서 유입공기가 점

화원에 도달하는 시간에 점화시킨 경우가, 본 연구에

서 점화 개시시간을 지연시킨 범위 내에서는, 점화를 

지연시킨 경우보다 강한 화염구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점화 개시 시간을 유입공기가 점화원에 도달하는 시

간으로 한 경우에는 구획실 안쪽 벽면 근처에 점화원

이 존재하였을 경우가 압력피크를 기준으로 가장 세기

가 크고 화염구도 큰 백드래프트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점화원이 구획실 중앙에 위치한 경우에는, 

유입공기가 점화원에 도달하는 순간에 점화된 경우가 

화염구가 강하고 크게 나타났으며, 지연되어 점화된 

경우에는 연속되는 두 번의 화염구가 관찰되었다. 또

한 점화원을 개구부 근처에 두었을 경우에는 화염구의 

분출은 구획실 내부의 연소상태에 의해 복잡다양하게 

진행되며 화염구의 강도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구획실 내부 개구부 근처의 압력을 고찰하였을 경

우, 개구부 상부의 압력이 기존의 실험에서 관찰된 압

력거동과 가장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개구

부 하부의 압력은 유입공기와 연관되어 부압을 보이기

도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백드래프트 실험 시 압력센

서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

인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

비(2015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ferences

1) C. M. Fleiscmann, “Backdraft Phenomena”, Ph. D.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ley, 1993.

2) W. G. Weng, W. C. Fan and Y. Hasemi, “Prediction of the 

Formation of Backdraft in a Compartment Based on Large 

Eddy Sim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Computer- 

Aided Engineering and Software, Vol. 22, pp. 376-392, 

2005.

3) S. A. Ferraris, J. X. Wen and S. Dembele, “Large Eddy 

Simulation of the Backdraft Phenomenon”, Fire Safety 

Journal, Vol. 43, pp. 205-225, 2008.

4) J.-W. Park, C. B. Oh, B. I. Choi and Y. S. Han, “A Study of 

Numerical Reproducibility for the Backdraft Phenomena in 

a Compartment using the F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28, No. 6, pp. 6-10, 2013.

5) J.-W. Park, C. B. Oh, B. I. Choi and Y. S. Han, “Computational 

Visualization of the Backdraft Development Process in a 

Compartment,” Journal of Visualization, Vol. 18, pp. 25-29, 

2015.

6) J.-W. Park, C. B. Oh, Y. S. Han and K. H. Do, “Effect of 

Initial Condition and Opening Geometry of a Compartment 

on the Gravity Current in the Backdraf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0, No. 6, pp. 18-25, 2015.

7) W. G. Weng, W. C. Fan, J. Qin and L. Z. Yang, “Study on Salt 

Water Modeling of Gravity Currents prior to Backdraft 

using Flow Visualization and Digital Particle Image 

Velocimetry,” Experiments in Fluids, Vol. 33, pp. 398-404, 

2002.

8) W. G. Weng and W. C. Fan, “Critical Condition of Backdraft 

in Compartment Fires: A Reduced-Scale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Loss Prevention in the Process Industries, 

Vol. 16, pp. 19-26, 2003.

9) W. G. Weng, Y. Hasemi and W. C. Fan, “Study on Effect of 

Opening Location on The Occurrence of Backdraft,” Tenth 

Interflam Symposium on Fire Science & Engineering, 

Edinburgh Scotland, Inter-Science Communications, 

London, pp. 95-103, 2004.

10) K. McGrattan, R. McDermott, S. Hostikka, and J. Floyd, 

“Fire Dynamics Simulator (Version 5) User’s Guide”, NIST 

Special Publication 1019-5, 2007.

11) J.-W. Park and C. B. Oh, “Investigation of Combustion 

Model for the Simulation of Backdraft in a Compartment”, 

KIFSE Proceeding of 2013 Spring Annual Conference, pp. 

60-61, 2013.

12) J.-W. Park, C. B. Oh, B. I. Choi and Y. S. Han, “The Effects 

of Radiation and Chemical Reaction Mechanism on the 

Development of Backdraft in a Compartment”, KIFSE 

Proceeding of 2013 Fall Annual Conference, pp. 91-92, 

2013.



고민욱⋅오창보⋅한용식⋅도규형

Journal of the KOSOS, Vol. 31, No. 4, 20168

13) J.-W. Park, C. B. Oh, B. I. Choi and Y. S. Han, 

“Computational Study of the Initial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Backdraft in a Compartment”, 47th 

KOSCO Symposium, pp. 29-32, 2013. 

14) J.-W. Park, “Computational Study of Backdraft Dynamics 

in the Compartment”, MA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4.

15) J.-W. Park and C. B. Oh, “Effect of Initial Fuel 

Concentration on the Occurrence of the Backdraaft”,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2015, pp. 41, 

2015.

16) C. M. Fleiscmann, P. J. Pangni and R. B. Williamson, 

“Quantitative Backdraft Experiments”,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Fire Safety Science, pp. 337-348,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