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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S에 용된 정온식 열감지기를 한 장치물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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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난시뮬 이션을 이용한 신뢰도가 확보된 화재 험성 평가  설계를 해서는 다양한 

화재감지기를 이용한 화재발생 정보의 정확한 도출이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 탈출가

능시간(ASET) 는 거주한계(tenability limit)의 측을 한 시뮬 이션 과정에서 수치  물리  

입력변수의 불확실성은 화재시뮬 이션을 이용한 성능 주소방설계의 가장 큰 문제 으로 인식되

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온식 스포트형 열감지기

를 상으로 작동시기를 결정하는 입력변수를 직  측정하고, 실물화재에서 열감지기의 작동 개시

시간의 비교·검증이 수행되었다.

열감지기의 주요 물성값 측정을 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제작된 FDE(Fire Detector Evaluator)

가 이용되었다. FDE는 공기 공 장치, 가열장치, 유량분배장치, 온도  유속 측정 장치로 구성되

었으며, 장치의 사진은 Figure 1에 제시되었다. 고려된 정온식 스포트형 열감지기로는 2개의 반도

체 방식(써미스트)과 1개의 바이메탈 방식이 선택되었다. 고려된 모든 감지기의 공칭 작동온도는 

70℃로 동일하며, 이들의 사진은 Figure 1에서 확인될 수 있다.

열감지기의 시뮬 이션을 해서는 작동 개시시간  반응시간지수(Response Time Index, RTI)

의 정보가 요구된다. 모든 감지기는 공칭 작동온도가 제시되어 있으나, 보다 정확한 값을 얻기 

하여 감지기에서 분리된 감열부를 복사 히터에 노출시킴으로써 균일한 온도 상승조건에서 정확한 

값을 측정하 다. 반도체방식과는 다르게 바이메탈 방식은 도 열 달에 의한 바이메탈의 온도 

상승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속 을 이용한 유사한 환경에서 작동 개시온도가 측정되었다. RTI 

값의 측정은 plunge tunnel 시험과 유사하게 FDE 내부의 온도(110℃)  속도(1.5m/s)를 일정하게 

유지한 조건에서 순간 인 감지기 투입을 통해 작동시간을 측정하여  
ln   

식을 통해 산출되었다. 이 식에서 는 작동시간(s), 는 작동 개시온도와 주  온도의 차, 

는 감지기가 설치된 시험부의 온도와 주  온도의 차를 나타내며, 는 공기의 속도(m/s)를 의미한

다. 실험의 재 성  제품의 균일한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동일 감지기에 하여 5회 반복 측

정과 동일 샘 에 하여 3개의 감지기에 한 반복 실험이 수행되었다.

Figure 1. Photos of FDE(Fire Detector Evaluator) and fixed-temperature heat detector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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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ctivation temperatures of 
detector samples.

     
Figure 3. Averaged RTI values of detector 

sample T.

Figure 4. Averaged RTI values of detector 
sample K.

     
Figure 5. Averaged RTI values of detector 

sample H.

Figure 2는 열감지기의 작동 개시시간을 측정하기 하여 감열부의 실제 작동온도를 측정한 결

과이다. 반도체 방식의 샘  T와 K는 각각 68.2℃와 67.9℃의 작동 개시온도를 갖으며, 공칭 작동 

개시온도 70℃와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바이메탈 방식은 59.7℃의 낮은 작동 개시온

도를 갖는다. 피복  코 에 의해 감열부의 노출도가 큰 반도체 방식에 비해 바이메탈 방식은 이

의 속 보호막 안에 바이메탈이 치하기 때문에 순수한 바이메탈의 작동 개시온도가 낮더라도 

실제 작동되는 기류의 온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측된다.

Figures 3∼5는 3가지 감지기 샘 에 한  RTI 평균값을 도시한 결과이다. Figure 3은 3개의 

샘  T(T1, T2, T3)에 하여 5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과 모든 샘   반복실험에 한 평균값을 

도시한 것이다. 개별 감지기의 평균 RTI 비교를 통해 제품성능의 균일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

으며, 최종 샘  T의 평균 RTI 값은 15.8 (m·s)1/2이다. Figure 4에 제시된 샘  K의 평균 RTI 값

은 24.3 (m·s)1/2이며, Figure 5의 샘  H는 520.0 (m·s)1/2으로 샘  T  K에 비해 매우 높은 값

을 갖는다. 이는 바이메탈 방식이 천장 제트 유동에 의한 도 열 달율이 반도체 방식에 비해 

매우 느리기 때문으로 단된다. 향후 보다 다양한 열감지기에 한 장치 물성의 DB 구축은 화

재시뮬 이션을 이용한 성능 주소방설계의 신뢰성 확보에 큰 도움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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