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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에서의 수직화재 확산에 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f Vertical Fire Spread through
Openings in Compartments
권오상* · 강 현**
Kweon, Ohsang*, and Kang, Hyun**
Abstract
In this study, a real scale fire experiment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lame that is ejected from an opening.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by setting mattresses and wood cribs in compartments sized 2.4 (L) × 3.6 (W) × 2.4 (H) m and
using heptane as an ignition source, and changes in external heat flux and temperature were measured during the experiment. In
the experiment, openings of two sizes: small [2.2 (L) × 1.0 × 1.0 (H) m] and large [2.2 (L) × 2.0 × 2.0 (H) m],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ximum decrease of 40.7 kW/㎡ and 31.7 kW/㎡ was measured in small and large openings, respectively,
at the distance of 0.5 m from the top of the opening. As a test result, securing the separation distance of the upper and lower
openings can greatly affect the prevention of vertical spread of the flame, and if sufficient separation distance is not secured, it
is considered that an additional fire diffusion prevention method is necessary.
Key words : Real Scale Fire Experiment, Vertical Fire Spread, Opening Size, Heat Flux, Temperature

요

지

본 연구에서는 개구부에서 출화되는 화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규모 화재실험을 실시하였다. 실규모 화재실험은 2.4
(L) × 3.6 (W) × 2.4 (H) m 크기의 구획공간에 매트리스와 목재크립을 배치하고 햅탄을 착화원으로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실험 동안에 외부의 열유속과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화재실험에서는 Small (2.2 (L) × 1.0 (H) m)과 Large (2.2 (L) ×
2.0 (H) m) 크기의 개구부를 이용하였으며, 실험 결과 개구부 상부로부터 0.5 m 이격된 거리에서 Small에서는 열유속의
최대 감소가 40.7 kW/㎡, Large에서는 최대 31.7 kW/㎡의 차이가 측정되었다. 실험 결과, 상하부 개구부의 이격거리 확보가
화염의 수직확산 방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화재확산 방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실규모 화재실험, 수직 화재확산, 개구부 크기, 열유속, 온도

1. 서 론
건축물에서 화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2차
점화원의 제거나 내부 가연물 또는 마감재료에 대한 연소성
능 평가 및 제한이 있지만 구획공간에서 최성기로 화재가
확대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구획공간 내부의 환기 특성으
로 나타난다.
Yun et al. (2017)은 실험적 연구에서 내부 체적에 대한

화재성장속도의 영향과 개구부 면적에 대한 화재 최성기의
열방출률 최대값 및 화재지속시간에 대한 영향을 제시하였
다. Nam et al. (2010)은 개구부 분출화염성상 연구에서
개구부 크기의 변화에 따른 특성화 화원 크기의 변화에
따른 특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구획공간에서 화염성상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개구부의
크기 제한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발코니와 같은 경우는 이러
한 개구부의 크기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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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8)은 발코니에서의 수직 화염확대 연구에서 발코니
가 화재 시 화염 및 연기의 수직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개구부의 크기를 제한하는 방법은 현실
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아파트 등과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확장 등을 통해 본 효과가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Kim et al. (2007)은 창호와 발코니 형상에 의한 화염의
분출성상에 대한 연구를 축소모델 실험을 통해서 제시하였
다. 연구결과에서는 수평으로 길게 창호를 개방한 화재일
때의 상부층 온도가 높게 측정되어 화재실 상부층의 연소위
험성이 매우 크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발코니가 확장된
거실을 가지고 있는 구획공간에서는 화재 발생 시의 상부층
으로의 화재확산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토교통부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
조에서는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는 경우에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확장된 발코니에
서의 창이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더라도 화재확산
의 억제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의 화염출화
가 발생되어 상층부의 화재확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규모의 화재실험을 통해서 개구
부로 출화되는 화염의 특성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외부로
출화되는 화염에 대한 방호 대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개구부 상부에 열유속계를 사용하여 2지점에서의 열유속을
특정하였고 K-type 열전대선을 사용하여 3지점에서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Table 1. Scenarios of Fire Experiment
Compartment Size ⋅ 2.4 (L) × 3.6 (W) × 2.4 (H) m
Opening Size

⋅ Small: 2.2 (L) × 1.0 (H) m
⋅ Large: 2.2 (L) × 2.0 (H) m

Combustibles

⋅ Wood Crib: 62.5 kg
⋅ Mattress: Single size

Ignition source

Measurement

⋅ Heptane
⋅
⋅
-

Heat Flux_2 point
HF1: Top of the opening
HF2: 0.5 m above the opening
Temperature
TC1: Top of the opening
TC2: Center between 1st & 2nd
opening
- TC3: bottom of the 2nd opening

Figs. 1과 2에서는 실규모 화재실험에 사용된 구획공간과
두 종류의 개구부 크기 및 열유속과 온도의 측정 지점을
나타내고 있다.

2. 구획공간에서의 화재실험 방법
구획공간에서의 화재 특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Choi and Kim (2003)은 건축물 외부로의 분출화염성
상에 대한 연구에서 가연물의 연소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실내 환기지만, 개구부가 더욱 더 커지면 공기공급은 환기
여하에 관계없이 충분하게 되며 이때에 가연물의 연소속도
는 연료특성에 의하여 지배되게 되고 일반적으로 전자를
환기지배형 화재, 후자를 연료지배형 화재라고 나타내었다.
Kweon and Kwon (2019)에서는 화재실험에서 사용되는
칼로리미터(Calorimeter)대하여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실규모의 화재실험이 가능한 Large Scale Calorimeter
(LSC)에서 구획화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획공간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 시에
창문 등과 같은 개구부를 통해 출화되는 화염의 수직 확산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규모의 화재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1에서는 구획공간에서의 개구부 특성을 고려한 화재
실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실규모 화재실험은 2.4 (L) × 3.6 (W) × 2.4 (H) m 크기의
단일 구획공간에 Small (2.2 (L) × 1.0 (H) m)과 Large (2.2
(L) × 2.0 (H) m) 두 종류 크기의 개구부를 설정하여 진행하였
다. 내부의 가연물은 함수율 10% 이내의 목재크립과 매트리
스를 사용하였으며, 초기 착화는 가연물들 하부에 햅탄 풀버
너를 설치하여 진행하였다. 실규모 화재실험을 통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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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all

(b) Large
Fig. 1. Compartment & Opening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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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ement Point

실규모 화재실험을 통해서 측정되는 열유속은 1층의 개구
부 상단과 0.5 m 상부지점에서 측정되고 온도변화는 1층의
개구부 상단, 1층과 2층 개구부의 중앙과 2층 개구부 하단에
서 측정된다. Table 2에는 측정되는 열유속과 온도변화의
위치를 구획공간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열유
속은 개구부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0.5 m의 이격 거리를
두고 있으며, 온도 변화는 개구부의 크기에 따라 0.7 m와
0.2 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
Table 2. Measurement Point Details
Type
Small
Heat
Flux
Large

Small
Temp.
Large

Height
HF1

2.2 m

HF2

2.7 m

HF1

2.1 m

HF2

2.6 m

TC1

2.2 m

TC2

2.9 m

TC3

3.6 m

TC1

2.1 m

TC2

2.3 m

TC3

2.5 m

△ Height

0.5 m

0.7 m

0.2 m

구획공간 내부의 가연물은 Fig. 3에 나타내고 있다. 실규모
화재실험에서의 가연물은 목재 크립 62.5 kg을 3개의 단으로
등분포하고 매트리스를 배치하였다. 목재크립과 매트리스
하부에는 햅탄 풀버너를 설치하여 초기 착화원으로 사용하
였다.

(b) Large
Fig. 3. Combustibles

3. 실규모 구획화재 실험 결과
실규모 화재실험을 통해서 화염의 수직전파 특성을 판단
하기 위해 구획공간 내부에 가연물을 배치하고 햅탄 풀버너
를 사용하여 화염을 착화한 이후 외부로 출화되는 화염에
의한 열유속과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s. 4와 5에서는
개구부의 크기에 따른 실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실험
은 총 25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데이터는 실험 종료 이후에
추가된 시간을 포함하여 총 30분 동안 측정되었다. 화재실험
은 풀버너 착화 → 가연물 화염전파→화재 성장→최성기→
쇠퇴기 순서로 진행하였다.
햅탄 풀버너를 사용하여 가연물에 착화된 화염은 두 실험
모두 1분 이내에 전체 구획공간에 화염이 확대된 플래시오버
상태로 만들었다. 이후에 화염이 외부로 출화되어 수직으로
전파되고 가연물이 전소되면서 구획 공간 내의 연소반응은
소멸되었다. 구획 내부의 가연물 중에서 매트리스는 화재실
험 시작 후 약 2분 안에 전소되었으며, 주된 연소 반응은
내부의 목재 크립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개구부의 크기 차이로 인해 Small 형태의 실규모 화재실험
은 Large 형태의 실규모 화재실험에 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량이 적어 불완전 연소의 형태를 보이면서 출화되는
화염과 함께 다량의 연기가 발생되었다. 하지만 두 실험
모두 플래시오버가 발생된 이후에 최성기로 발전된 형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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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rt

(b) 1 min

(a) Start

(b) 1 min

(c) 2 min

(d) 3 min

(c) 2 min

(d) 3 min

(e) 4 min

(f) 5 min

(e) 4 min

(f) 5 min

(g) 10 min

(h) 15 min

(g) 10 min

(h) 15 min

(i) 20 min

(j) end

(i) 20 min

(j) end

Fig. 4. Photo of Fire Experiment_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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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oto of Fire Experiment_Large

구획 공간의 화재성상은 환기 특성과 가연물에 영향을
받게 된다. Quintiere (2017)는 Eqs. (1), (2)와 같이 구획
공간 내에서 예측될 수 있는 최대 열방출률을 개구부 크기에
의해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max   × 



max   max × 

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800초 이후부터는 화염 출화가
둔화되어 열유속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Table 3에서는
열유속의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Table 3. Max. Values of Heat Flux

(1)
(2)


Eq. (1)에서의 최대 공기유량 
max (kg/s)는 개구부의

 를
면적  ( )과 개구부 높이  (m)로 구해지고 

환기계수로 나타낸다. Eq. (2)에서의 최대 열방출률 
max
(kW)는 Eq. (1)에서의 최대 공기유량과 상수(kJ/kg)를 사용
하여 결정된다.
실규모 화재실험에서는 개구부 상단과 0.5 m 이격 시킨
열유속을 측정하였고 Fig. 6에 나타내었다.

Small
Large

Location

Max. HF [kW/㎡]

HF 1

61.9

HF 2

42.4

HF 1

54.7

HF 2

17.5

열유속의 최대값은 Small에서 1층 개구부 상부 61.9 kW/㎡,
0.5 m 이격 42.4 kW/㎡로 측정되었다. Large에서는 1층 개구
부 상부 54.7 kW/㎡, 0.5 m 이격 17.5 kW/㎡로 측정되었다.
개구부의 크기에 따라 구획 공간 내부의 화재성상이 다르
기 때문에 실규모 화재실험 결과에서는 개구부의 크기에
따른 Small과 Large의 외부 열유속 특성을 분석은 어렵다.
하지만 측정 결과에서는 개구부 크기의 차이가 있어도 이격
된 거리에서의 열유속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Fig. 7에서
는 측정된 열유속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 Small

Fig. 7. Margin of Heat Flux Measurements

(b) Large
Fig. 6. Results of Heat Flux Measurement

열유속의 변화는 Small과 Large에서 동일한 형태를 나타
내었다. 초기에 착화와 동시에 구획공간이 플래시오버 상태
로 확대되면서 외부로 출화되는 화염에 의해 열유속이 급속
하게 성장하고 이후 화재실험 시작 후 약 300~800초 사이에

이격 거리 0.5 m에 따른 열유속의 차이는 열유속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Small에서는 최대 40.7 kW/㎡,
Large에서는 최대 31.7 kW/㎡로 나타났다. 열유속이 최대로
측정된 시점에서 최대 차이가 나타났으며, 열유속이 일정하
게 유지된 시점에서도 평균적으로 약 10 kW/㎡ 정도의 차이
가 나타났다.
실규모 화재실험을 통해서 측정된 개구부 상단의 온도변
화는 Figs. 8과 9에 나타내었다. Small 에서는 초기에 화염이
출화되면서 온도의 변화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이후에
감소되었으며, Large에서는 초기의 화염 출화에 의해 급격히
상승된 온도변화가 감소되면서 일정 시간동안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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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유지한 이후에 감소하였다.
실험 결과에서는 개구부 크기와 이격 거리의 차이가 있어
도 상승되는 온도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Small

Fig. 8. Results of Temperature_Small

(b) Small
Fig. 10. Margin of Temperature Measurements

Fig. 9. Results of Temperature_Large
Table 4. Max. Values of Temperature

Small

Large

Location

Max. Temp. [℃]

TC 1

783.0

TC 2

515.4

TC 3

396.4

TC 1

540.2

TC 2

311.1

TC 3

236.0

Table 4에서는 측정지점별 최대 온도값을 나타내고 있다.
Small에서는 최대온도가 783.0 ℃가 측정되었으며 Large에
서는 540.2 ℃가 측정되었다. 두 실험별 이격 거리의 차이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이격거리에 따른 온도 저감의 효과는
실험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Fig. 10에서는 이러한 온도의
저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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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에서의 온도 저감효과는 0.7 m 이격에서 349.3 ℃,
1.4 m에서는 453.5 ℃로 나타났고 Large에서의 온도 저감효
과는 0.2 m에서 369.1 ℃, 0.4 m에서 393.4 ℃로 나타났다.
온도 저감의 효과는 개구부의 크기와는 별도로 개구부 상단
에서 일정 이격 거리가 확보되면 있는 것으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구획공간 내부에서 발생된 화재로 인해 외부로 출화되는
화염의 수직 확산 특성을 판단하기 위한실규모의 화재실험
결과에서는 개구부 크기의 차이로 인해 환기적 특성이 달라
져 외부로 출화되는 화염의 열유속 및 온도의 변화는 상이하
지만 일정 이격 거리에 따라 열유속 및 온도의 저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
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필로티 구조 등과
같은 건축물에서 외벽으로의 수직 화염 확산으로 인한 대형
화재사고의 피해도 증가되고 있다.
구획공간 내부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는 내부의 화재감
지기와 스프링클러 등과 같은 소방시스템에 의해서 억제가

가능하게 방호설계가 이루어지지만 외부로 출화되는 화염
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호설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외부
의 마감재료 설치기준과 같은 패시브적 설계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물에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로 출화되는 화염의 수직 특성
을 실규모 화재실험을 통해서 분석해 보고 향후 방호대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실규모 화재실험은 Small (2.2
(L) × 1.0 (H) m)과 Large (2.2 (L) × 2.0 (H) m) 크기의
개구부를 가지고 있는 구획공간에서 동일 가연물량과 착화
방식을 선택하여 2회 진행하였으며, 출화되는 화염의 이격
거리에 따른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열유속과 온도의 변화
를 측정하였다.
실규모 화재실험 결과는 개구부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
이격 거리가 확보되면 수직 화염전파의 억제가 가능하다고
나타났다. 열유속은 개구부 상부와 0.5 m 이격 지점에서 측정
되었으며, Small에서는 최대 40.7 kW/㎡, Large에서는 최대
31.7 kW/㎡의 차이가 측정되었다. 온도 변화는 Small에서는
0.7 m 이격에서 349.3 ℃, 1.4 m에서는 453.5 ℃로 나타났고
Large에서는 0.2 m 이격에서 369.1 ℃, 0.4 m에서 393.4 ℃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화재층과 일정 거리의 개구부 이격이 있는
건축물에 비해 이격 거리가 짧은 커튼월 공법을 사용한 건축물
등에서 화재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제7조에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에 대해 제시되고 있고 동 고시
별표1에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의 예시가 나타나 있다.
하지만 화재 확산 방지구조가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에서
는 수직 화염확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외벽의
개구부는 우선적으로 일정 수준의 이격 거리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격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확보나 화재 확산 방지구조와 동일 수준의
안전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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