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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의 높은 기화열과 비열을 이용

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제어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

는 수계 소화설비이다1). 스프링클러 설비는 소화성능

이 우수할 뿐 아니라 인체에 무해하며 설치비용이 상

대적으로 저렴하여 그 효과와 신뢰성측면에서 효율적

인 설비로 인정되어 대다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반적인 용도에 따라 설

계방식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2). 이러한 소방시설의 일률적인 설

치는 고위험 장소의 경우 소화실패의 우려가 있으며, 

저위험 장소는 과잉설비가 이루어져 비효율적으로 운

영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경우 NFPA1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보관물품의 가

연성, 수량, 배치 등에 따라 위험 등급을 산정하여 해

당 위험등급에 적합한 살수밀도 및 방호면적을 설정하

여 최적화된 소화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3).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시행 이

후 국내에서도 기존의 법령에 따른 사양 위주의 설계방

식에서 해당설비 및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성능위

주의 소방설계가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점차 확산 되고 

있다4). 스프링클러 설비의 성능위주 설계는 화재진압에 

필요한 최소살수밀도(RDD, Required Delivered Density)

와 실제 화염에 도달하는 살수 밀도(ADD, Actual Delivered 

Density)와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여 ADD > RDD가 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하게 된다5). 일반적으로 ADD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각도, 초기방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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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prinkler system is a basic fire extinguishing system that uses water as an extinguishing agent. In order to evaluate th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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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사압력, 유량, 물방울크기 및 분포 등의 정보가 필

요하다. 현재까지 주거용 스프링클러헤드에 대하여 물방

울크기 및 분포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6), 다

양한 종류의 스프링클러가 생산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 되고 있어 스프링클러 방사

특성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

한 종류의 스프링클러헤드의 물방울크기 및 분포를 측

정하여 스프링클러의 방사특성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고,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방울 

크기 분포에 따른 소화성능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2. 스프링클러 헤드의 물방울 크기 측정

2.1 실험대상

실험에 사용된 스프링클러헤드는 ｢스프링클러헤드

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방수상

수 K값이 50, 80, 115, 202인 제품으로 국내에서 생산

되는 제품 및 일부 해외 제품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방수상수 K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상, 크기 등

에 의해 결정되는 고유값으로  7) (Q:방수량

(ℓ/min), p:방수압력(MPa))의 공식을 이용하여 실험적

Fig. 1. Image of the tested sprinkler head.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tested sprinkler head

K TYPE d0 df Note

SP#01 50 Flush 9.0 10 MT

SP#02 50 Flush 9.0 10 FES

SP#03 50 Flush 9.0 8 WD

SP#04 50 Flush 10.0 10 SE

SP#05 80 Flush 11.5 10 MT-1

SP#06 80 Flush 11.5 12 FES-1

SP#07 80 Flush 11.5 12 FES-2

SP#08 80 Flush 11.5 10 SE

SP#09 80 Flush 11.5 10 SW

SP#10 80 Flush 11.0 8 WD

SP#11 80 Flush 11.0 10 YJ

SP#12 80 Flush 12.0 12 MT-2

SP#13 80 Flush 11.0 10 DM

SP#14 80 Pendent 11.0 25 MT-1

SP#15 80 Pendent 11.0 25 FES-1

SP#16 80 Pendent 11.0 25 FES-2

SP#17 80 Pendent 11.0 30 SE

SP#18 80 Pendent 11.0 30 SW

SP#19 80 Pendent 15.0 35 MT-2

SP#20 80 Pendent 11.0 25 MT-3

SP#21 115 Pendent 13.5 30 VK-1

SP#22 115 Pendent 13.5 30 VK-2

SP#23 115 Pendent 13.0 30 TY-1

SP#24 115 Pendent 13.0 30 TY-2

SP#25 202 Pendent 18.0 55 Cen

SP#26 202 Pendent 18.0 45 VK

 d0 : Orifice Diameter(㎜)
 df : Distance between orifice and reflector(㎜)
 Note : Initials of manufacturer  

으로 측정할 수 있다. Table 1에 실험대상 헤드의 주요 

제원을 표시하였다.

2.2 실험장치 및 방법

실험장치는 Sympatec사의 레이저 회절측정 방식의 

HELOS VARIO제품을 이용하여 물방울의 크기 및 분

Fig. 2.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etup for droplet s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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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측정하였다8). Fig. 2는 스프링클러헤드에서 방사

되는 물방울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장치의 개략

도를 보여준다.

물방울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스프링클러헤드에

는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따라 0.1 MPa의 압력을 가하였다. 스프링클러헤

드의 방사 패턴은 일반적으로 중공형(Hollow Cone)으

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기준

으로 하부 1 m, 반경 0.9 m의 지점에서 측정하였으며, 

레이저광의 측정경로 거리는 약 3 m이며, 종류별 스프

링클러헤드에 대하여 10회 반복 측정하였다6). 물방울

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누적체적분포(CVF)를 활용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경우 50% 누

적체적분포(Dv50)를 물방울 크기의 평균값으로 활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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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헤드의 물방울 크기는 평균크기 이하의 경

우 대수정규분포, 평균크기 이상에서는 Rosin - Rammler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 물방울 크기는 

가 커질수록 분포폭이 좁아지고, 가 커질수록 분포폭

이 넓어지게 되며,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FDS에서

는 경험값인  2.4,  0.6의 경험값을 사용하고 있다10).

2.3 스프링클러 헤드의 물방울 크기 및 분포 측정 결과

Fig. 3은 K값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구조에 따른 물방

울 크기를 10회 측정한 평균누적체적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K50 Flush형의 경우 Dv50 540 ㎛ ~ 695 ㎛, K80 

Flush형의 경우 Dv50 542 ㎛ ~ 854 ㎛, K80 Pendent형의 

경우 Dv50 697 ㎛ ~ 1,192 ㎛, K115 Pendent형의 경우 

Dv50 980 ㎛ ~ 1,223 ㎛, K202 Pendent형의 경우 Dv50 

1,188 ㎛ ~ 1,234 ㎛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동일한 

형태의 스프링클러 헤드라 하더라고 세부구조의 차이

에 타라 물방울 크기가 최대 2배가량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즉 그래프

의 좌측편에 위치할수록 입자 분포 폭은 넓어지고, 입

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입자의 분포폭은 좁아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3. Cumulative distribution of water droplets according to sprinkler hea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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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lation between Dv50 and . 

Fig. 5. Comparison of measured and calculated cumulative 
distributions.

Fig. 4는 헤드종류에 따른 50% 누적체적분포(Dv50)와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 제품별로 편차가 있으나 

평균 물방울 크기가 큰 경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값을 보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본 실험에서 측정된 K50, K80형 스프링클

러의 종류별 물방울 분포 평균값에 대한 , 값을 보

여주고 있다. K80-Pendent형의 경우 각 제품의 ,  평

균값이 FDS에서 사용되는 경험값과 동일한 값을 나타

내고 있으나, K50 및 K80 Flush 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과 같은 수치의 값을 보여주는데 이는 Dv50 

이상의 물방울 분포폭은 다소 좁으며, Dv50 이하의 분

포형상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6은 K값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구조에 따른 물방

울 50% 누적체적분포(Dv50)를 보여준다. 제품별로 다

소의 차이는 있으나 K값이 증가함에 따라 물방울 크

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K80형의 경우 

Flush형에 비해 Pendent형에서 평균입자크기가 다소 

큰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나, 제품 간 편차가 크게 발

생하여 일반적인 경향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6. Dv50 of water droplets according to sprinkler head 

structure.

Table 2는 실험에서 측정된 스프링클러 헤드 물방

울의 평균크기와 분포특성을 나타내는 Dv10, Dv50, Dv90, 

, 값을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방수압력과 방수량을 

갖는 경우라도 오리피스의 직경, 반사판의 형태, 반사

판과의 거리 및 반사판의 형상에 따라 분포형태가 달

라지므로 스프링클러의 방사특성 해석 시 사용된 스

프링클러 헤드에 맞는 값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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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water droplet distribution

구분 Dv50(㎛) Dv10(㎛) Dv90(㎛)  

SP#01 539.50 275.99 1289.57 1.55 0.55

SP#02 544.11 245.08 1174.40 1.70 0.62

SP#03 656.17 329.05 1001.27 2.90 0.55

SP#04 695.13 378.62 1271.57 2.20 0.50

SP#05 707.02 350.03 1375.12 1.85 0.56

SP#06 846.31 446.84 1235.84 3.50 0.50

SP#07 679.44 358.91 1399.26 1.80 0.50

SP#08 820.73 451.24 1174.05 3.70 0.47

SP#09 583.45 295.50 1106.34 2.00 0.55

SP#10 854.26 460.99 1423.27 2.45 0.48

SP#11 782.46 365.61 1516.15 1.80 0.61

SP#12 605.89 295.29 1367.87 1.60 0.58

SP#13 542.57 276.57 1308.05 1.50 0.56

SP#14 1191.67 602.89 1814.43 2.70 0.55

SP#15 717.25 392.70 1212.48 2.30 0.46

SP#16 697.33 288.19 1348.84 2.00 0.68

SP#17 845.11 439.85 1365.69 2.80 0.60

SP#18 723.21 361.97 1244.68 2.30 0.55

SP#19 1059.57 580.46 1501.44 3.50 0.50

SP#20 856.03 429.41 1552.93 2.40 0.57

SP#21 980.98 517.02 1515.51 2.75 0.50

SP#22 1223.04 671.75 1702.35 3.70 0.48

SP#23 1031.23 516.75 1625.52 2.65 0.57

SP#24 1129.38 525.10 1930.10 2.20 0.61

SP#25 1188.34 684.06 1751.18 2.70 0.44

SP#26 1233.81 710.37 1674.73 3.70 0.43

3. 물방울크기에 따른 소화성능 비교

3.1.소화성능 비교 방법

미국 NIST에서 개발한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FDS를 이용하여 스프링클러 헤드 물방울 입자 분포에 따

른 소화성능 비교를 진행하였다. 화재모델링은 Pyrosim 

사에서 제시하는 Room Fire 모델을 참조하여11) Fig. 7

과 같이 실온 20℃, 5.2 m × 4.6 m × 2.4 m 크기의 구

획실 화재를 설정하였고, 스프링클러 헤드의 초기 방

수조건은 유량 80 Lpm, 분사각 135°, 방수개시 시점은 

화재발생 1분 후로 설정 하였으며, 물방울의 평균크기 

및 값은 Table 2의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스프링클

러 헤드의 성능 비교는 KS B ISO 6182-1을 참고하여, 

1분간 자유연소 후 화재실 중앙부에 설치된 스프링클

러 헤드 작동 후 화재실 천장의 온도가 초기온도

(T0)+275℃가 되는 시점을 비교하였다12). 

Fig. 7. Schematic of room fire modeling.

3.2 물방울 크기변화에 따른 소화성능비교

스프링클러 헤드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K80 

제품 중 Dv50 값이 최대․최소인 제품에 대하여 시뮬레

이션을 실시하였다. 

Head T0+275℃ 유량 방수압력

SP #13 방수 후 35초
80 Lpm 0.1 MPa

SP #14 방수 후 9초

Fig. 8은 발화 후 천장면의 온도변화를 나타내고 있

다. 화재 발생 후 천장면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

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함에 따라 주변이 냉각되어 온도

가 하강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프링클러 작동 후 

SP #14의 경우 9초, SP #13의 경우 35초 경과 후 천장

의 온도가 초기온도+275℃로 냉각되었다. 이는 상대적

으로 입자크기가 큰 SP #14 헤드의 경우 물방울이 신

속히 화원에 침투하여 주변을 냉각시켜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9는 시간에 따른 열방출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물방울 크기가 큰 SP #14의 경우 열방출율을 급격히 

낮추어 화재를 진압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반면, 물방

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SP #13의 경우 화재를 진

Fig. 8. Temperature of the ceiling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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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eat release rate of fire.

압하기보다는 열방출율을 서서히 낮추어 화재를 제어

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물방울 크기의 차이

에 의해 화원에 직접적으로 침투하여 냉각하는 방식과 

물의 기화열을 이용하여 주변을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나누어져 물방울크기에 따른 소화방법의 차이가 발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실험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계 및 성능평가

를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물

방울 크기측정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화재 시뮬레

이션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스프링클러 헤드의 물방울 크기는 Dv50 이하의 경

우 대수정규분포를, Dv50 이상에서는 Rosin-Rammler 분

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FDS 등의 화재시뮬이

션에서 스프링클러의 방사특성 해석을 위한 평균크기, 

 및 값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시하였다.

2)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에 따라 K50 Flush형의 경우 

Dv50 540 ㎛ ~ 695 ㎛, K80 Flush형의 경우 Dv50 542 ㎛ 

~ 854 ㎛, K80 Pendent형의 경우 Dv50 697 ㎛ ~ 1,192 ㎛, 

K115 Pendent형의 경우 Dv50 980 ㎛ ~ 1,223 ㎛, K202 

Pendent형의 경우 Dv50 1,188 ㎛ ~ 1,234 ㎛의 분포를 나

타내었다.

3) 측정된 물방울 크기 분포를 적용하여 화재시뮬레

이션을 실시한 결과, 동일한 80 Lpm의 방수량을 적용하

더라도 물방울 크기 분포에 따라 초기온도(T0)+275℃ 

가되는 시점이 SP #14의 경우 9초, SP #13의 경우 35초

로 소화성능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같은 K값을 가지는 스프링클러 헤드라 하더라도 

, 값에　따라 물방울 크기 분포가 달라져, 소화성능

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프링클러 방사특성 해

석 시 이를 고려하여 성능을 추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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