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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merical investigation on the effects of water-mist characteristics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fire suppression mech-

anism. The FDS are used to simulate the interaction of fire plume and water mists, and program describes the fire-driven

flows using LES turbulence model, the mixture fraction combustion model, the finite volume method of radiation transport

for a non-scattering gray gas, and conjugate heat transfer between wall and gas flow. The numerical model is consisted of

a rectangular enclosure of L×W×H=1.5×1.5×2.0 m3 and a water mist nozzle that be installed 1.8 m from fire pool. In the

present study, the parameters of nozzle for simulation are the droplet size and the spray velocity. The droplet size influences

to fire flume on fire suppression more than the spray velocity because of the effect of the terminal velocity. The optimal

condition for fire suppression is that the droplet size and the spray velocity are 100 µm and 20 m/s respectively.

기호설명

Ad : 미분무수의 표면적 [m2]

CD : 항력계수 [−]

cp,w : 물의 비열 [J/kgoC]

d : 미분무수 직경 [μm]

dm : 미분무수 평균 직경 [μm]

D : 노즐의 오리피스 직경 [mm]

h : 열전달 계수 [W/m2oC]

k : 공기의 열전도율 [W/moC]

md : 미분무수 질량 [kg]

Nu : Nusselt 수 [−]

P : 노즐의 작동 압력 [kPa]

Pr : Prandtl 수 [−]

rd : 미분무수의 반지름

Re : Reynolds 수 [−]

Sc : Schmidt 수 [−]

Sh : Sherwood 수 [−]

Td : 미분무수의 온도 [oC]

Tg : 가스의 온도 [oC]

u : 가스의 속도 [m/s]

ud : 미분무수 속도 [m/s]

U : 오리피스 출구에서 미분무수 분사속도 [m/s]

V : 미분무수의 분사 속도 [m/s]

VT : 종단속도 [m/s]

We : Weber 수 [−]

Yd : 수증기의 질량분율 [k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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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 가스의 증기 질량분율 [kg/kg]

Γ : 공기 중 수증기의 확산계수 [m2/s]

μ : 공기의 절대점성 계수 [N·s/m2]

ρ : 가스의 밀도 [kg/m3]

σw : 물의 표면장력 [N/m]

1. 서 론

스프링클러와 같은 수계소화설비는 화재를 진화하고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까

지 믿음직한 화재억제(fire suppression) 수단이고 가장

효과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 분사

에 의한 전기용품의 소손 문제와 항공기 및 선박의 기

계실등과 같이 물 공급이 한정된 곳에는 할론 1310과

할론 1211 등 CFC 계통의 소화약제가 1960년대 말에

개발되어 최근까지 유류화재와 전기화재 등의 화재진압

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CFC 계통의 소화약재는 환경

오염물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지수와 오존

파괴지수가 높아 세계 각국은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하

여 할론 소화설비의 단계적 철수 및 사용 중단을 결정

하였다. 이에 각국은 대체 소화 약제로써 오존파괴지수

가 낮은 HCF 계열의 소화 약제를 개발하고 있으나 이

것 또한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2040년까지 전면

사용금지를 결의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환경친화적

소화설비에 대한 연구 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분무

수(water mist)를 이용한 소화설비는 그 중에 하나이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스프링클러(sprinkler)는 액적

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유류화재에 부적합하고, 일반 화

재 시 다량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화 후 물에 의한 2

차 재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러한 스프링클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분무수

를 이용한 소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로 김성찬 등(1,2)은 밀폐된 공간에 다

중의 미분무수 노즐을 설치하여 분무각이 화재실내부의

온도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과 수치해석을 비

교하였으며, 분무각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실내부의 평

균온도가 감소함을 보였고 수치해석에 이용한 FDS 모

델은 온도장에 대해서 비교적 타당한 결론을 얻었다. 김

호영 등(3) 은 개방공간에서 단일노즐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노즐의 높은 분사압력과 적은 액적크기가

소화를 증대시키며 개방공간에서의 산소차단효과는 미

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명배 등(4~6)은 실험을 통하

여 효율적인 소화를 위해서 미분무수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노즐의 높이와 압력변화에 따른 소

화한계를 제시하였다. 

Hua et al.
(7)은 개방공간에서의 수치해석을 통하여

hollow cone 형태의 노즐보다 solid cone 형태의 노즐이

더욱더 빠른 시간에 소화가 진행되며 소화시간에 따른

미분무수의 유량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고, Wang et

al.
(8)은 노즐의 분사압력과 설치 위치의 변화에 따른 소

화시간을 실험을 통하여 제시하였으며 노즐의 분사압력

이 높고 설치 위치가 화원과 가까울 수 록 소화시간이

짧아진다고 보고하였다. Paolo et al.
(9)은 미분무수를 사

용한 스프링클러의 열적 응답성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고, Wen et al.
(10)은 FDS를 이용하여 연소화염

의 온도를 예측하여 실험과 잘 일치함을 보고 하였다.

Masahiro et al.
(11)은 풀(pool)화재에 대한 미분무수의 소

화 메커니즘에 대해 다양한 유량과 잠열과의 상관관계

에 대해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유량이 증가할

수 록 소화에 미치는 잠열의 영향을 커짐을 보고하였다.

이재호 등(12,13)은 미분무수의 액적 특성과 격실 내 문 크

기의 변화가 화재진압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Bin et al.
(14)은 제한된 공간에서 확산

화염에 대하여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여 분사압력이 높은

경우와 환기의 조건이 부과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뛰어난 소화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논의된 실험적 연구들은 미분무수의 크기 및

유량이 화염을 소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수치

해석적 연구들도 화염모사의 알고리즘 개발 및 소화특

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화염과 미분무수사이의

소화 메커니즘(온도변화, 산소농도변화, 복사강도변화,

수증기분포변화)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대부분은 연구들은 미분무수에 일정한 분사속도(spray

velocity)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화염과 미분무수 분사속

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하여 일정한 밀폐

공간 내에 미분무수의 크기 및 속도변화에 따른 화염과

의 상호작용을 소화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

하여 각 인자들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

2.1 해석모델 및 경계조건

본 수치해석에서 사용된 모델은 Fig. 1에서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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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L×W×H=1.5×1.5×2.0 m3의 직사각형 형상에

하부벽면의 중앙부분에 0.106×0.106 m2의 화원(pool)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상부벽면에서 0.2 m 아랫부분에

미분무수를 분사하기위한 노즐을 설정하였으며 노즐과

화원과의 거리는 1.8 m로 설정하였다. 

미분무수가 분사된 후 화염(fire flame)주위의 온도변

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화원의 표면을 포함하여 화원으

로부터 0.07 m의 간격으로 5개의 열전대를 설정하였으

며, 벽면 경계조건으로는 외부로의 열의 입출입이 없는

단열조건과 외부와 산소의 입출입이 없는 밀폐공간으로

가정하였다. 

Table 1은 수치해석에서 사용된 노즐의 특성과 변수

를 나타낸 것이다. 노즐의 선정은 기존의 단일노즐의 연

구(15)에서 사용된 노즐을 선정하였으며, 변수인 미분무

수의 크기 및 분사속도는 D. T. Sheppard(16)의 실험에 의

해 제공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영역에서 변수의 폭을

설정하였다.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액체연료인 에탄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본 해석에서는 질량연소율을 고

려한 화재발열량을 적용하였고 에탄올의 증발을 고려하

지 않았다. 

2.2 지배방정식 및 격자계

수치해석은 NIST에서 화재 및 소화의 목적으로 개발

된 FDS(Fire Dynamics Simulator) ver. 4.07을 사용하였

다. FDS에서는 기본적으로 2가지의 연소모델과 난류모

델을 제공하고 있다. LES (Large Eddy Simulation)에서

는 혼합분율 연소모델(Mixture Fraction Combustion

Model)과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에서는 유한

반응율모델(Finite-Rate Reaction Model)을 제공하고 있

는 데, 본 연구에서는 LES와 혼합분율 연소모델을 사용

하였다. 노즐로부터 분사된 미분무수의 크기는 로그정

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s)와 Rosin- Rammler 분

포를 이용하였으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위의 식에서 γ와 σ는 실험상수로서 각각 2.4와 0.6을

이용하였다. 

기상과 미분무수와의 유동해석은 Eulerian- Lagrang-

ian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

 (3)

(4)

그리고 기상과 미분무수사이의 열 및 물질전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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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for numerical analysis

Table 1 Nozzle parameters used in simulation

Spray pattern P [kPa] K-factor Spray angle[°]

Solid cone 300 0.866 51

d [μm] 50, 100, 150, 200, 250, 300

V [m/s] 5, 10, 15, 20

Droplets Per Second 1000

Table 2 Properties of ethanol

Molecular weight 

[g/mol]

Liquid density

[kg/m3]

Boiling temperature

[oC]

46 789 78.5

Heat of vaporization 

[kJ/kg]

Heat of combustion 

[MJ/kg]

Max. burning rate 

[kg/m2/s]

837 26.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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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은 다음과 같다. 

(5)

(6)

(7)

(8)

본 연구의 해석모델에 사용된 격자계는 직교격자계로

125000개이며 Fig. 2에 나타내었다. 해석시간은 에탄올

의 자연연소(freely combustion) 90초, 미분무수를 분사한

후 90초를 포함하여 총 해석은 180초 동안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ure 3은 실험(3)과 수치해석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

다. 온도를 측정한 지점은 실험과 수치해석 모두 화원의

표면으로부터 7 cm씩 측정한 결과값을 나타낸 것으로,

미분무수를 분사하기 전인 자연연소시간까지의 온도분

포는 실험과 수치해석 모두 비슷한 분포형태를 보이고

있어 수치해석이 실험의 결과를 잘 재현하고 있다. 최대

온도분포는 화원으로부터 7 cm 떨어진 곳에서 실험과

수치해석 모두 800에서 900oC로 잘 일치하며, 최소온도

본포는 수치해석이 실험보다 다소 높은 온도분포를 보

이고 있다. 그러나 미분무수를 분사 후 전체적인 온도분

포도 잘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화원의 표면의 온도분포

는 200에서 300oC의 온도분포를 두 경우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치해석이 실험을 잘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분무수의 입자크기변화 및 분사속도의 변화에 대한

화염의 평균온도분포는 Fig. 4에서 보여주고 있다. 입자

의 크기가 50 μm와 100 μm인 경우가 가장 화재억제효

과가 다른 크기에 비하여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입자의 경우 자연연소에 의해 형성된 온도

장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입자가 큰 경우보다 빠른 증

발로 인하여 온도장내의 온도를 빠르게 냉각시키기 때

문이다. 분사속도의 측면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

우 분사속도가 증가하더라도 화재억제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에

는 분사속도가 증가할 수 록 화재억제의 효과가 감소하

dmd

dt
--------- 2πrdShρDΓ Yd Yg–( )–=

mdCp w,

dTd

dt
-------- Adhd Tg Td–( )

dmd

dt
---------h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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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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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

+=

hd
Nuk

2rd
----------; Nu 2 0.6Re

1

2
---

Pr

1

3
---

+= =

Fig. 2 Grid system for numerical model

Fig. 3 Comparison of flame temperature between experi-

mental and numeric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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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미분무수의 크기에 따른 종단속도(ter-

minal velocity)(16)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Table 3과 4에

서 보여주듯이 입자의 크기가 100 μm인 경우 분사속도

에 따른 종단속도가 약 0.24 m/s이고 1000 μm인 경우

는 3.564 m/s로 나타나고 있다. 분사속도가 20 m/s인 경

우 종단속도에 도달하는 거리가 100 μm인 경우 0.14 m,

1000 μm인 경우 4.83 m이며, 100 μm인 경우 분사속도

가 증가하더라도 0.14 m이후에는 종단속도에 도달하게

되어 분사속도의 영향이 사라지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

이 화원과 노즐의 거리가 1.8 m인 경우 화재억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자의 크기가 증

가할수록 종단속도에 도달하는 거리가 증가하여 1000

μm인 경우에는 4.83 m에 이르기 때문에 분사속도의 영

향에 따른 화재억제 효과에 차이를 발생하게 된다. 그리

고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 작은 분사속도에서는 종단속

도에 이르게 되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형성된 온도

장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증발효과가 빠른 분사속도의

경우보다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Figures 5-6은 분사속도가 5 m/s인 경우 입자의 크기

가 50 μm와 300 μm에 대한 분사 후 2초와 4초에 대한

중앙단면에서의 등온선 분포결과이다.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분사직후 형성된 온도장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증발로 빠른 냉각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입자가

큰 경우에는 작은 경우보다 큰 증발열이 필요하기 때문

Fig. 4 Mean temperature distributions near fire flame at

V=5 and 20 m/s

Table 3 Terminal velocities at an initial velocity of sprin-

kler’s droplets on the order of 1 to 15 m/s(16)

d(µm) Re VT(m/s)

1 1.89×10−6 3.0×10−3

10 1.89×10−3 3.0×10−3

100 1.57 0.24691

1000 227.1 3.564

2000 7510 5.89

3000 1467 7.67

4000 2336 9.16

10000 9906 15.54

Table 4 Distance traveled when droplets achieve 95% of terminal velocity(m)(16)

d(µm)
V(m/s)

0.1 1 2 5 10 20

1 3.53×10−7 3.5×10−6 6.96×10−6 1.71×10−5 3.35×10−5 6.47×10−5

10 3.54×10−5 0.000299 0.00057 0.00130 0.00237 0.00414

100 0.002378 0.013203 0.0240 0.0512 0.0869 0.140

1000 1.73 1.678333 1.47 1.77 3.43 4.83

10000 13.0 13.9 14.7 16.4 16.2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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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화재억제효과는 감소하게 되고 화염의 형태를 불안

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Figures 7-8은 시간에 따른 수증기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50 μm인 경우 미분무수분사 후 4초에 화원의 중

심부에서 높은 수증기 분포를 보이다가 6초 후에는 화

원의 중심부에서의 수증기 분포가 300 μm인 경우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50 μm인 경우 초기에

화원근처까지 미분무수에 의해 화재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증기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게 되지만, 300 μm

인 경우 초기에 미분무수가 화재억제효과가 약하기 때

문에 6초 후에 화원부근에서 수증기의 증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화원으로부터 형성된 화

염의 억제효과는 노즐의 출구에서 분사되는 미분무수의

적절한 크기에 의한 초기의 빠른 증발로 인하여 상부로

부터 화염이 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9-10은 미분무수 분사 후 복사강도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50 μm의 경우에는 분사 후 시간이 지날

수록 복사강도의 불안정성이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안정

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300 μm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라더라도 초기의 불안정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작은 입자의 경우

상부에서부터 화염을 억제하지만 큰 입자의 경우에는

미분무수의 증발로 인한 화염의 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한 화염의 형태를 계속해서 유

지하게 되는 것이다.

Figures 11-12는 산소농도분포를 도시한 그림이다. 화

Fig. 5 Temperature contours of center section at V=5 m/s

and d=50 µm

Fig. 6 Temperature contours of center section at V=5 m/s

and d=300 µm

Fig. 7 Water mass fraction of center section at V=5 m/s

and d=50 µm

Fig. 8 Water mass fraction of center section at V=5 m/s

and d=3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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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부근에서는 연소에 의하여 산소가 계속 소모되기 때

문에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화염부근을 제외한 다

른 부분에서는 높은 산소농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전의 결과에서도 이야기 하였듯이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빠른 화재억제효과에 의하여 96초에서는 전반

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나,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화재억제효과가 낮기 때문에 아직도 화염부근

에서 낮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작

은 입자의 경우가 큰 입자의 경우보다 산소차단효과도

뛰어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s 13-14는 시간에 따른 가스의 속도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50 μm의 경우에는 화염에 의하여 생성된 부

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지만, 300 μm

의 경우에는 미분무수 분사 후 6초까지도 부력의 억제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화염의

온도분포결과에서 논의되었듯이 동일한 분사속도를 가

진 경우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의 종단속도가 크며, 종

단속도에 도달하는 이동거리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상부에서부터의 낮은 화재억제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Fig. 9 Radiant intensity of center section at V=5 m/s and

d=50 µm

Fig. 10 Radiant intensity of center section at V=5m/s and

d=300 µm

Fig. 11 Oxygen mole fraction of center section at V=5 m/s

and d=50 µm

Fig. 12 Oxygen mole fraction of center section at V=5 m/s

and d=300 µm

Fig. 13 Velocity vector of center section at V=5 m/s and

d=5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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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여러 가지 결과에서 설명하였듯이 빠르게 화재

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분무수와 화염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낮은 온도분포, 낮은 복사강도, 낮은 산소농도 및

높은 수증기 농도분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Figs. 15-

18은 미분무수 분사 후 10초까지의 평균값을 단면의 중

앙부분(center line)에서 도시한 그림이다. 온도분포는 작

은 입자의 경우 확연하게 낮은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으

나, 복사강도의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화재가 완전한 소화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동일한 복사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증기 농도본포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낮

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데, 이것은 미분무수 분사 후

초기에 빠른 화재억제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미분무수의 증발에 의한 수증기분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Figure 19는 미분무수 분사 후 10초 동안의 결과를 단

Fig. 14 Velocity vector of center section at V=5 m/s and

d=300 µm

Fig. 15 Mean temperature distributions from 90 to 100 sec

along center line at center section

Fig. 16 Mean radiant intensity from 90 to 100 sec along

center line at center section

Fig. 17 Mean oxygen mole fraction from 90 to 100 sec

along center line at center section

Fig. 18 Mean water vapor mole fraction from 90 to 100

sec along center line at center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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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낮은 분사속도에서는 전

반적으로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높은

분사속도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종단속도에 도

달하는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발되지 못한 미분무

수의 영향으로 복잡한 비선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에서 화재억제에 최적의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입자크기가 100 μm이고 분사속도가 20 m/s임을

알 수 있다. 입자의 크기가 50 μm인 경우에는 김명배

등(4-6)의 실험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너무 작은 입자

의 경우 화재억제에 적합하지 못함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노즐 특성 변화에 따라서 미분무수와

화염과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체적이 4.5 m3의 직사각형의 밀폐된 공간에 0.01 m2

의 화원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종단속도와 분사속도에

따른 종단속도에 도달하는 거리가 아주 짧기 때문에 분

사속도의 영향이 작으며,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미

분무수가 빠르게 증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재억제의 효과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9 Mean value of center section from 90 to 1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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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0 μm의 경우보다 100 μm의 경우가 화재억

제 효과가 우수한 결과로부터 미분무수는 적절한 크기의

입자를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적용 조건과

해석 범위에서는 입자크기가 100 μm이고 분사속도가 20

m/s인 경우가 화재 억제 조건이 가장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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