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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내장재의 화재 험성은 착화성，난연성，표면의 화염확산  방출열량，방출 연기량 둥 다양한 

기 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나라마다 시험방법과 기 이 상이함. 본 연구에서는 화염확산성의 관점

에서 내장재의 화재위험성을 가름할 지표도출을 고찰하였음. 

1. 서 론

   화염확산은 발화  이상으로 가열된 내장재의 표면에서의 열분해 선단의 이동을 의미하며 화

염확산 속도는 이 선단의 변화율로 정의됨. 단  면 당 열방출 비율은 열분해 표면의 순 열유속 

(Net heat flux)으로 계산하며 이는 열분해 표면  화염확산 길이 (extended flame length)에 걸

쳐 일정하다고 제함. 이때 공간내 총 방출열량은 화원과 벽  천장마감재의 발열량을 더하여 

산출하며, 이를 활용하여 화재 험성 평가상수를 도출함.   
″  (  : 공간내 열방출열

량,   : 화원의 방출열량, 
″
 : 재료의 단 면 당 방출열량,   : 열분해 표면  )

2.  화재 험성 평가상수 도출

   화재 기에 가연성 내장재로 인해 화염이 벽에서 천장으로 계속 확산될 경우, 화재시간에 따

른 내장재의 열방출비율(무차원)은 다음과 같음.

  
       (≤≤)

  
 

     (≥ )

   여기서,    는 각각내장재  화원의 열방출율, 는 무차원 시간상수 (), 

는 무차원 소염시간()임.

   한  
″로 표 되며,  ″는 단 면 당 열방출율이며 는 화염길이의 상

수로 보통 0.01 임.

 ″∆″ 
   여기서, ∆  : 연소열, L : 기화열, ″: 열분해면 의 화염 도,   : 스테 -볼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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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 재방사 손실 열 유속, : 공간에서의 화염 열 유속

   한,                     
″

  

  ∆ ″
내장재의 발화시간은,    ″로 표 됨.

여기서 는 재료의 열 성， 는 발화 ，는 재료 표면온도 ″는 화염  복사 

열유속이며 Quintiere는 30KW 1m2 으로 가정.  식에서 내장재의 열 방출 비율은 화

원의 열방출 비율에 직  비례하며 변수 a，b의 부호에 따라 화재시간과 더불어 지수

함수의 형태로 열방출 비율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됨올 알 수 있음. 이는 내장재의 단

면 당 방출열량，발화시간  소염 (burn-out) 시간 등 화염확산 특성과 화염의 열

유속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소염 이후는 변수 b가 요한 역할을 하게 됨. 이론 으로 

b>O의 경우， 내장재의 화재확산이지속되어 공간내 열방출율이 되며 결국 래쉬

오버에 도달  됨. 만일 소염시간이 발화시간에 비해 짧은 경우， b<O 가 되며 더 이

상의 화재확산은 불가능하게 되어 화재 험성은 크게 감소됨.

3. 맺음말 

   내장재의 화재 험성은 재료의 열  특성，화원의 열유속  지속시간 변화에 따른 

실내 열방출율과 래시오버 도달시간을 기 으로 Quintiere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지표

를 도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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