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원자력발전소 화재 방호는 심층방어 개념으로 설계된다(1). 

심층방어 화재 방호는 화재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진압하고, 화재진압

이 실패하더라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켜 방사성 물질

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러한 심층방어 화재 방호의 하나로 원자력발전소 내 각 방화

지역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1). 

물 분무 소화설비는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주요 소화설비이다. 그러나 방화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 주제어실 이중바닥, 전산실, 가연성 액체 연료 저장시설

에는 주로 청정소화 약제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같은 

가스계 소화설비가 사용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

되는 침수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경제성과 소화 능력을 

고려할 때 매우 우수한 소화설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안전성 측면에서 위험하므로 다른 

청정소화설비 또는 물 분무 소화설비로 대체되고 있다(2). 

미분무수 소화 시스템은 매우 작은 크기의 액적을 사용

하기 때문에 소화에 필요한 분사 유량을 적게 요구하며, 전

기부도체이기 때문에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미분무수 노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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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물 분무 액적 특성 변화가 화재 진압에 미치는 영향을 FDS 6.5.2를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분석하였

다. 물 분무 노즐의 소화계수, 액적 분포함수, 중간체적 직경 및 초당 액적 수 변화에 대한 화재진압 특성은 정규 

열방출률 곡선의 감소율와 냉각시간의 측면에서 평가되었다. 소화계수가 증가하면 정규열방출률 곡선이 더 급격하

게 감소하고, 중간체적입경 변화가 화재진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일 액적분포에서 초당액적수의 증

가에 따라 정규 열방출률 곡선은 더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며, 다중분포에서는 초당액적수가 작은 조건에서만 정규 

열방출률 곡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droplets of water spray on suppression of fire were analyzed numerically 

using fire dynamics simulator (FDS) 6.5.2. Additionally, the fire suppression characteristics by the water spray nozzle, 

including the extinguishing coefficient (EC), droplet size distribution function (SDF), median volumetric diameter (MVD), and 

droplets per second (DPS), were evaluated in terms of the decreasing normalized heat release rate (HRR) curve and cooling 

time. It was observed that with increase in the EC, the normalized HRR curve decreased rapidly, and the changing MVD affected 

the suppression of fire. In case of mono-disperse, the normalized HRR curve decreased slowly with the increase in DPS. On the 

contrary, in case of multi-disperse, the normalized HRR curve decreased rapidly even with a small increase in D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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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압력, 액적 크기, 분사 유량, 분사 각도 등과 같은 분무 

특성은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 된다. 또한, 

화재진압 시간은 화재의 크기, 격실의 크기, 환기 조건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전의 연구들(3-7)은 노즐 특성 및 

격실 조건 변화가 화재진압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및 

수치적인 방법으로 연구해 왔다. 

Jenft 등(5)은 한 개의 격실 내 4개의 미분무수 노즐을 이

용하여 오일 풀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을 실험과 시뮬레이

션 분석결과를 통해 비교 검증 하였다. 그들은 미분무수 분

사 시점에 따라서 화재진압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HRR)이 최댓값에 도달하기 

전 성장단계에서 미분무수를 분사할 때 화재는 65초 만에 

진압되었다. 반면에 열방출률이 최댓값에 도달한 완전 발

달된 영역에서 미분무수를 분사하는 경우에 화재는 10초 

만에 진압되었다. Lee(6)는 원자력발전소에 미분무수를 적

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화원의 직선 상부에 있는 한 개의 

미분무수 노즐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에 관한 수

치연구를 수행하였다. 화재 진압시간은 격자 크기, 환기 조

건, 소화계수 및 단위 초당 액적 수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Lee(7)는 크기가 작은 원자력발전소 전기실(Electrical room)

에 미분무수 화재진압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 실

내 환기 조건이 미분무수 화재진압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Lee(7)는 구역모델(Zone model)과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모델의 

결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해서 시간 평균한(Time averaged) 

열방출률 개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산유체역학 모델인 Fire dynamics 

simulator (FDS) 6.5.2를 이용하여 물 분무 액적의 특성변화

가 화재진압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다. Jenft 등(5)이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분무 액적 특성으로 중간체적입경(Median 

volumetric diameter, MVD), 입경분포함수(Size distribution 

function, SDF) 및 초당액적수(Droplets per second, DPS)가 

변화할 때 열방출률 곡선의 감소율(Decreasing rate)이 어떻

게 변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입경분포함수 조건

에 대해서 분무의 중간체적입경 변화에 따른 냉각시간

(Cooling time)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2. 수치해석 

2.1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물 분무 노즐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

는 과정을 FDS 6.5.2를 사용하여 수치 계산하였다. FDS는 

화재 현상을 수치 분석하기 위해서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NIST)에서 개발한 전산 유체역학 코드이다(8-9). 복잡한 연

소 현상을 포함한 화재는 대부분 난류 유동이며, 물 분무에 

의한 화재진압은 다상 유동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

를 위해서 FDS에 적용된 모델은 다음과 같다(8-9). 

⋅난류 모델 : 큰 에디 모사 (Large Eddy Simulation, LES)

⋅연소 모델 : 에디 소산 연소 모델 (Eddy Dissipation 

Combustion Model)

⋅이상 유동 : 오일러-라그랑지 기법 (Eulerian-Lagrangian 

Method)

⋅열복사 : 미 산란(MIE Scattering) 이론에 기초한 열복

사모델(Thermal Radiation Model) 

물 분무 노즐 출구에서 분사된 물은 미립화(Atomization) 

과정을 겪는 동안 크기가 서로 다른 무수히 많은 액적으로 

분열된다. 분열된 액적의 입경 크기는 노즐의 제원에 따라

서 매우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다. 따라서 노즐에서 분사된 

액적 크기를 대표하는 대표 입경이 사용된다. FDS에서 사

용되는 대표 입경은 중간 체적 입경(Median volumetric 

diameter, MVD)이며, FDS 모델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SDF가 사용된다(8-9). 

⋅중간 체적 입경 (분포함수 적용 없음)

⋅대수 정규(Log Normal, LN) 분포

⋅로진-레믈러(Rosin-Rammler, RR) 분포

⋅로진-레믈러(MVD보다 큰 액적) 및 대수 정규(MVD와 

같거나 작은 액적) 분포 (RRLN)

대수정규(LN) 분포 및 Rosin-Rammler(RR) 분포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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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는 액적의 입경, D0.5는 MVD, γ과 σ는 실험상수

이며, σ = 1.15/γ의 관계를 가진다. 

FDS의 분무 모델은 각 분포함수의 최소 및 최대 입경 

범위 안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분사되는 입경을 임의로 

선정한다(8-9). 물 분무로 인하여 생성되는 액적의 수는 시뮬

레이션 입력변수인 초당액적수(Droplets per second, DPS)로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DPS는 단순히 수

치계산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값이라서 DPS가 변하더라도 

시뮬레이션 입력 값으로 주어진 분사 유량은 변하지 않는

다. 다만 DPS를 너무 작게 하면 증발 계산 과정에서 수치

적인 불안전성(Instability)이 발생하여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결론이 도출되고, 이 값이 너무 크면 계산시간이 증가

하게 되므로 분석자는 적절한 DPS를 선정해야 한다(8-9). 

FDS는 노즐에서 분사되는 액적 수가 실제의 경우보다 

적게 입력되더라도 액적 크기를 분포함수 범위 내에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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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골고루 생성하기 위해서 계층화된 액적 샘플링 기법을 사

용한다(8-9). 계층화된 액적 크기 샘플링을 위해 액적 입경 범

위를 폭이 같은 7개의 구간(Bin)으로 나눈 후에, 누적수분율

(Cumulative number fraction, CNF)을 이용하여 주어진 시간 간

격 동안 7개의 구간에서 생성되는 액적의 크기를 임의로 계

산한다(8-9). 

Figure 1은 본 연구에 적용된 7개 구간으로 나누어진 Rosin- 

Rammler 및 Log-normal 분포함수에 대한 누적부피분율

(Cumulative volume fraction, CVF)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

다. CNF와 CVF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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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누적수분율, 

는 누적부피분율, D는 입경

을 의미한다. 

FDS에서는 DPS로 입력된 수치적인 액적의 총 질량이 

실제 주어진 시간 간격 동안 노즐을 통과하는 질량 유량과 

같아지도록 다음과 같이 가중치 상수를 고려한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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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물 분무 질량 유량, 는 분사 시간, 는 

전역 가중치 상수(Global weighting constant), 은 동안 

생성되는 액적의 수, 는 생성된 각 액적에 대한 가중치 

상수, 

는 액적의 밀도, 는 임의의 입경이다. 

2.2 입력변수 조건

본 연구에서는 Jenft 등(5)이 실험 및 수치 분석에서 사용

한 것과 같은 격실과 미분무수 노즐 조건을 기반으로 분무 

액적 특성 변화가 화재 진압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 분

석하였다. Figure 2는 본 연구에 적용된 격실 형상 및 치수

를 보여준다. 격실 벽면에는 유리 창문과 강철로 된 문이 

있으며 한쪽 벽면 위에는 배기를 위한 송풍기(Blower)가 

설치되어 있고, 강철 문 하단에는 외부 공기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구부가 존재한다. 액체 연료 풀(Liquid 

fuel pool)은 격실 중앙에 위치하고, 연료 풀 표면 위 2.15 

m 높이에 4개의 물 분무노즐이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다. 

Table 1은 본 연구에 적용된 시뮬레이션 변수에 대한 입

력 값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모든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Jenft 등(5)이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적정성을 확인한 5 cm 

입방격자를 사용하였다. 연료로는 디젤유(C12H23)가 사용되

었으며, 연료에서 발생하는 단위 면적당 최대 열방출률은 

833 kW/m2로 Jenft 등(5)이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열방출률 

성장곡선을 시뮬레이션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Figure 3

은 본 연구에 적용된 정규 열방출률(Normalized HRR) 성장

곡선을 나타낸다. 정규 열방출률( )은 연료의 최대 열

방출률 값에 대한 화재 발생 후 각 시간에서의 열방출률 

값의 비이다. 

Jenft 등(5)의 연구에서는 화재 발생 후 340 s가 경과 하면 

열방출률이 최대가 되는데, 물 분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화

재 발생 후 64 s의 조기 분사와 301 s의 늦은 분사로 나누

어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 분사의 경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

션 조건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분무 지속시간

Figure 1. Cumulative volume fraction of Rosin-Rammler-Log- 
Normal, Rosin-Rammler, and Log-Normal distributions 
with Dmin = 20 μm, Dmax = 250 μm, γ = 2.4, σ = 0.48.

Figure 2. Computational domain for FD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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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

여기서 는 물 분무 지속시간, t는 화재 발생 후 경과 

시간, tact는 물 분무가 시작된 시점을 의미한다. 

Jenft 등(5)은 지름이 0.8 mm인 오리피스가 7개씩 설치된 

멀티홀(Multi-hole) 방식의 미분무수 노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enft 등(5)이 실험에서 적용한 것과 같은 물 분

무 조건을 시뮬레이션에 입력하기 위해서 한 개의 미분무

수 노즐에서 분사되는 전체 유량과 각 오리피스의 단면적

을 고려하여 오리피스 출구에서의 제트 속도를 30 m/s로 

가정하였다. 또한, 분무 입경 특성변화가 화재진압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동일한 물 분무 속도로 다양한 

입경 분포함수에 대해 소화계수를 2~20 m2/(kg·s), 중간 체

적 입경을 112~2,000 μm, 초당액적수를 103~105의 범위에

서 변화시켰다.

3. 결과 및 고찰 

3.1 소화계수 변화 

FDS 물 분무 모델은 열분해율(Pyrolysis rate)이 지수함수 형

태로 감소한다는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8-9). 




 exp×  (6)

여기서 은 물 분사 시작 후 열방출률, 는 물 분사 

바로 직전의 열방출률, k (1/s)는 단위면적당 분사되는 물의 

양인 ″(kg/m2)에 비례하는 실험계수, t*는 분무 지속시간

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재가 완전성장하기 전에 물이 조기 

분사되는 경우에는 가 
 보다 크지만, 완전성장

한 화재에 물이 분사되면 와 
는 거의 동일하

다. FDS 물 분무 화재 진압모델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질량 

감소속도는 식(6)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8-9). 

″   ″ exp
 ×″


(7)

여기서, ″ 는 연료의 질량감소속도(Mass loss rate, kg/(m2·s)), 

″ 는 물분무가 적용되지 않을 때 연소속도(Burning rate, 

kg/(m2·s)), EC는 소화계수(m2/(kg·s)),  ″

는 바닥면에 

도달하는 소화수 질량(kg/m2)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 입력 값으로서 소화계수는 반드시 실험에 

의해서 도출되어야 하나(8-9), Lee(6)는 소화계수를 찾기 위한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화재가 진압되는 시

간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최적의 소화계수를 도출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Figure 4는 소화계수 변화에 따른 열방출률 곡선의 감소

율 변화를 나타낸다. 데이터 심벌(Symbol)은 0.01 s 간격으

로 취득한 값을 400개씩 시간 평균한 값이며 에러 바(Error 

bar)는 평균값에 대한 데이터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따라

서 데이터 심벌은 4초 간격으로 정규 열방출률 값의 변화를 

나타낸다. Lee(6-7)의 이전의 연구에서와 같이 Figure 4는 소화

계수가 증가할수록 열방출률 곡선의 감소율이 증가하는 패

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물 분무 지속 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정규 열방출률의 표준편차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Parameters Input Values

Domain 4.3 m × 4.5 m × 3.2 m

Cell size 5 cm ×  5 cm × 5 cm

Cell Number 86 × 90 × 64

Room size 4.2 m × 4.3 m × 3.05 m

Fuel Diesel (C12H23)

Heat release rate per unit area 833 kW/m2

Pool size 30 cm × 30 cm × 10 cm

Heat of combustion 42,200 kJ/kg

Median volumetric diameter 

(MVD)

Various ranging from 112 to 

2,000 µm

K-factor 2 l/min/bar0.5

Injection pressure 10 bar

Flow-rate 6.3 lpm (calculated)

Droplet velocity 30 m/s

Spray Angle Full cone type 130°

DPS (x103) 1~200

Table 1. Simulation Input Parameters

Figure 3. Evolution curve of normalized heat release rate (HRR)
by peak HRR (QP ) for the spray duration tim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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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간 체적 직경 변화

실제 물 분무는 서로 다른 입경을 가지는 다수의 액적들

로 다중분산(Multi-disperse) 되므로 단일분산은 매우 이상

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입경 크기가 

화재진압에 가장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단일분산 조

건에서 입경 변화에 대한 화재진압특성을 살펴보았다.

Figure 5(a)는 단일분산(Mono disperse) 조건에서 입경 변

화에 대한 정규 열방출률 곡선의 감소율을 나타낸다. 화재

가 완전히 성장해서 최대 열방출률 값에 도달 전에 물분무

가 시작되는 조기분사 조건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t*가 0초

인 경우에 정규 열방출률 값은 1보다 작다. 단일 분산을 적

용한 경우 정규 열방출률 곡선은 2,000 μm 입경조건에서 

가장 완만하게 감소하고, 500 μm 입경조건에서 가장 급격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DS에서 다중분산을 위해 입경분포함수(Size distribution 

function, SDF)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액적의 최대 및 최소

입경 크기와, 분포함수의 계수 및 전체분무 체적의 50%에 

해당하는 중간체적입경을 입력변수로 지정한다. Figure 

5(b)는 Rosin-Rammler 분포 함수만을 적용하고, Figure 5(c)

는 Rosin-Rammler와 Log-Normal 분포함수를 동시에 적용

한 경우, 중간 체적직경 변화에 대한 정규 열방출률 변화를 

보여준다. 각 중간 체적직경 변화조건에서 최소입경은 20 

μm, 최대입경은 무한대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다중분산 

조건의 경우 분포함수에 상관없이 입경변화에 대해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다중분산의 경우 단일분

산의 경우보다 입경변화에 대해서 열방출률 곡선 감소율이 

최대인 것과 최소인 것의 차이 폭이 더 좁아진다. 다중분산

Figure 4. Variation of normalized heat release rate (QQP ) for 
different extinguishing coefficients (EC); (Simulation 
condition: VMD = 112 μm, Rosin-Rammler-Log 
-Normal distribution,  DPS = 5,000).  

Figure 5. Variation of normalized heat release rate (QQP ) for 
different MVD conditions: (a) no SDF, (b) Rosin-Rammler, (c) 
Rosin-Rammler-Log-Normal. (EC = 4 and DPS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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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분포함수에 따라서 생성되는 액적이 다양해지므로 

단일액적 크기를 적용한 경우보다 입경변화에 대한 열방출

률 곡선 변화의 민감도가 더 작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물 분무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는 시간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냉각시간(Cooling time) 개념을 적용하

였다. Lee(7)의 이전의 연구에서 냉각시간은 연료의 최대 열

방출률이 매우 작은 기준 값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표현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열방출률이 1 kW 및 0.1 kW에 도달하

는 기준(Criteria)으로 냉각시간을 계산하였다. Figure 6은 

두 개의 열방출률 기준 및 세 가지 입경분포함수 조건에 

대해 각각 중간체적 입경(MVD) 변화에 따른 냉각시간 변

화를 보여준다. 분포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냉각시간은 모

든 입경조건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단

일분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입경이 500 μm 보다 큰 조건에

서 냉각시간이 다중분산의 경우보다 더 커진다. 반면, 입경

이 500 μm와 112 μm 조건에서는 단일분산의 냉각시간이 

다중분산의 경우보다 더 작아진다. 또한 단일분산의 최소 

냉각시간은 500 μm 입경 조건이며, 다중분산의 최소냉각

시간은 250 μm이다. 즉, 최소 냉각시간을 가지는 500 μm 

및 250 μm 입경을 기준으로 입경 크기가 커짐에 따라 냉각

시간이 증가하고 입경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냉각시간이 

증가하는 반대의 패턴이 일어난다. 물 분무에 의한 화재진

압은 주로 분무 액적 증발에 기인하기 때문에 증발 효과 

측면에서 증발로 인한 화재진압 효율이 가장 좋은 입경 크

기에서 최소 냉각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7은 Rosin-Rammler-Log-Normal 입경 분포조건에

서 최대 및 최소 입경과 중간체적입경을 동시에 변화시켰

을 때 정규 열방출률 곡선 변화를 나타낸다. 중간체적입경 

변화에 대한 열방출률 감소 패턴은 Figure 5(b) 및 (c)의 경

우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FDS 시뮬레이션에

서 분포함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동일한 중간체적 입경에 

대해서 최대 및 최소입경 크기 변화는 화재진압 시간에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초당 액적 수 변화

FDS 물 분무 모델에서 초당 액적 수는 열방출률 곡선의 

감소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입력변수 중 하나이다. Beji 

등(10)은 Rosin-Rammler-Log-Normal 분포에 대해 DPS가 증

가할 때 중간체적입경이 더 잘 수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Lee(6)는 격자의 크기가 클 때는 DPS 변화가 열방출률 곡선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격자의 크기가 작아지

면 열방출률 곡선 감소율에 대한 DPS 입력 값의 민감도가 

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경분포함수 

변화 조건에서 DPS 변화가 열방출률 곡선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 하였다. Figure 8은 동일한 소화계수 및 중간 체적

입경 조건에서 각 입경분포함수에 대해 DPS 변화가 정규열

방출률 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Figure 8(a)에서 단

일 입자 분포의 경우 DPS 값의 변화에 대한 차이 폭이 다

중 입자 분포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액적의 크기가 

동일한 단일분포에서는 DPS가 100,000개인 조건을 제외하

고 DPS 값이 증가하면 열방출률 곡선이 완만하게 감소한

다. 이와 관련하여 식(4)에 따르면 주어진 시간동안의 액적

수인 N 값이 변하더라도 가중치가 고려되므로 분사되는 

물 분무 유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FDS에서는 

한 개의 격자 내 분포한 액적수를 고려하여 각각의 분무 

액적에 대해서 주변 기체와의 질량 및 에너지 교환을 계산

Figure 6. Cooling time for different size distribution functions for 
each HRR criteria.

Figure 7. Variation of normalized heat release rate (QQP ) for 
different MVD conditions with each corresponding 
Dmin and Dmax. (Simulation condition: EC = 4, Rosin-
Rammler-Log-Normal distribution, DPS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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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열방출률의 감소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Figure 8(b) 및 (c)의 경우 DPS가 1,000인 경우에는 열방출

률 곡선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러나 DPS 증가에 대

한 열방출률 곡선의 감소율이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지 않

고, DPS 값이 100,000인 경우와 20,000인 경우에 각각 열방

출률 곡선이 가장 완만하게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DPS 변

화에 대해 열방출률 곡선의 감소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

뮬레이션 계산시간과 열방출률 곡선의 감소율의 정확도를 

적절하게 고려한 최적의 DPS는 실험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DS 6.5.2를 이용하여 물 분무 액적 특성 

변화가 화재진압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해석 하였

다. 물 분무에 의한 화재 진압은 정규 열방출률 곡선의 감

소율과 냉각시간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소화계수가 증가하면 정규열방출률 곡선이 더 급격하

게 감소하며, 물 분무 지속시간(t*)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평균된 정규열방출률의 표준편차가 감소한다. 

∙ MVD가 112 μm에서 2,000 μm의 범위에서 변화할 때 정

규열방출률 곡선의 차이 폭은 단일액적 분포에서 더 커

진다. 

∙ 단일 액적분포의 냉각시간은 MVD가 500 μm 보다 큰 

조건에서는 다중분포의 경우보다 증가 하지만, 500 μm 

이하의 조건에서는 감소한다. 단일분포는 500 μm, 다

중분포는 250 μm의 조건에서 냉각시간이 최소가 된다.

∙ 단일분포에서는 DPS가 증가할 때 정규열방출률 곡선

이 더 완만하게 감소한다. 다중분포의 경우에는 DPS

가 매우 작은 경우에 정규 열방출률 곡선이 가장 급격

하게 감소되지만, DPS가 2,000 이상이 되면 DPS 변화

에 대한 규칙적인 패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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