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발열량의 측정은 화재크기를 평가하거나 가연물의 화재

물성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인자로 인식된다. 일반적인 가

연물의 연소과정은 아래와 같이 연료, 산화제, 연소생성물 

등의 화학적 변화와 엔탈피차에 기인한 기계적 에너지 변

화를 동반하게 된다.

fuel + oxidizer → combustion products + heat

발열량의 측정방법은 크게 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계적 방법은 화재에서 발생된 열

에너지를 직접 측정하는 것으로 겉보기 엔탈피법(Sensible 

enthalpy method)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OSU (Ohio State 

Univ.) 칼로리미터(1) 등이 있다. 한편 화학적 측정법은 연소

과정 중에 생성 혹은 소멸된 화학종의 양과 반응 열에너지

를 고려하여 발열량을 산정한다. 질량감소(Mass loss)법은 

연소과정에서 소모된 연료의 질량과 연료의 연소열을 고려

하여 발열량을 측정하며 대표적으로 ISO 17554(2) 등의 시

험방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질량감소열량계는 불균일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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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소상태의 가연물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비정상적인 특성과 폭넓은 크기규모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화재물리

량에 비해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된다. 본 연구는 실험실규모의 화재 발열량계에서 이산화탄소생성

법과 산소소모법에 의해 계산된 측정 발열량을 비교하여 상대오차를 분석하였다. 메탄 버너화재에 대해 산소소모계

수와 CO2 질량유량의 상관관계는 6% 이내에서 우수한 선형성을 보였다. CDG법의 계산에서 CO에 의한 발열량 기여

분은 CO2에 의한 기여분에 비해 7% 이내로 크지 않게 나타났다. 준정상상태의 기준 버너 발열량 대비 OC법과 CDG

법의 선형성은 1% 이내를 보여 발열량 측정에 있어서 CDG법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측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e energy released by various burning material has a wide range of its magnitude and transient characteristics, the 

measurement of the heat release rate(HRR)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issue among the parameters 

related to fire. This study compares the measured HRR calculated by the oxygen consumption (OC) method and the carbon 

dioxide generation (CDG) method using a laboratory-scale fire calorimeter. The feasibility of the CDG method is examined 

by analyzing the relative err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xygen depletion factor and CO2 mass flow rate, which is a 

key parameter in HRR calculations, showed strong linearity at 6 % for the methane burner fire. The contribution of HRR 

by CO was less than 7% compared with the of HRR by CO2 in the CDG calculation method. The linearity of the OC 

and CDG methods with respect to HRR of the referenced methane burner in a quasi-steady state was less than 1%; this 

indicates that the CDG method can be utilized as a complementary method in heat release rate measurement.

Keywords : Heat release rate, Fire calorimeter, Oxygen consumption, Fire test, Carbon dioxid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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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재료로 구성된 물질이나 복합재료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의 연소열의 차이가 큰 경우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산소소

모법(Oxygen consumption method, OC)은(3) 연소과정에 소

모된 산소양과 산소의 단위질량당 열에너지를 고려하여 화

재발열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가연물의 물성에 따른 영향이 

적고 측정정확도가 우수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

고 있다. 연소생성물에 기초한 발열량 측정은 주로 이산화

탄소나 일산화탄소의 생성에 기초하여 발열량을 평가하며 

이산화탄소생성법(Carbon dioxide generation method, CDG)

으로 알려져 있다(4).

OC법과 CDG법은 측정장치의 기계적 구조가 거의 동일

하고 측정인자가 유사하기 때문에 상호비교 평가를 통한 발

열량 측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산소농도 측

정이 용이하지 않은 환경에서 발열량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 

OC법의 대안으로 CDG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의 소규모 발열량계를 이용

하여 환기가 충분한 메탄가스 버너화재에 대해 OC법과 

CDG법을 적용하고 발열량 산정과정에서 주요인자들의 특

성과 상대오차를 비교하여 불완전 연소의 영향이 적은 상

태에서의 CDG법에 의한 발열량측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

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소조건, 가연물의 종류에 따른 

OC법과 CDG법의 비교연구를 통해 화학적 발열량 측정의 

대안으로 CDG법의 적용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발열량 측정장치

Figure 1은 발열량 측정실험에 적용된 소규모 콘칼로리미

터의 형상과 사진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OC법과 CDG법은 

배기장치와 배기유량 측정장치, 샘플가스의 전처리 장치는 

동일하다. 배기유량의 측정은 오리피스미터를 통해 측정되

며 배기덕트의 측정부에는 열전대(K-type)와 샘플가스 포집

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포집된 샘플가스는 필터와 수분응축

장치를 거쳐 건가스(Dry gas)상태로 가스분석기로 공급된다. 

산소농도는 SIEMENS사의 상자성 방식의 OXYMAT 61

을(5) 이용하였으며,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분석에 대해 

Non-Dispersive Infrared (NDIR)방식의 ULTRAMAT 23을(6) 

적용하였다. 

Figure 2는 실험에 사용된 연료공급장치와 제어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실험에 적용된 연료는 순도 99.9%의 

메탄(CH4)이며 공급관내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여 질량유량

(Mass flow)를 산정하고 PC를 통해 버너로 공급되는 유량을 

제어한다. 버너화재의 발열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여기서

는 메탄의 연소열(kJ/kg), 는 연료의 질

량유량(Fuel mass flow, kg/s), 는 배관내 압력 [Pa], T는 배

관내 가스의 온도[K], R은 기체상수, 는 체적유량(m3/s)를 

의미한다.

2.2 발열량 측정이론

OC법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산소량에 대

한 연소과정에서 소모된 산소량에 기초하고 있으며 산소의 

단위질량당 열에너지 발생량(


)은 연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3,100 kJ/kg 이(1)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불확실도

는 5% 정도로 알려져 있다. 









 


 (2)

여기서 


는 산소의 질량유량(kg/s), 상첨자 o는 외기조

건을 의미한다. 유입되는 공기 중 산소의 질량유량을 직접 

Figure 1. Schematic of the laboratory scale fire calorimeter and 
photographs of burner test.

Figure 2. Schematic of the fuel supply system for the methane 
b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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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소소모계수(, Oxygen depletion 

factor)와 화학적 팽창계수()를 도입하여(7) 배기덕트의 질

량유량(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4)

여기서 MW는 분자량(g/mol), Xi는 i종의 체적분율, 하첨

자 e는 배기, 하첨자 a는 공기를 의미한다.

불완전 연소시 CO2, CO이외에 미연탄화수소(Unburned 

hydrocabon, UHC), 그을음(Soot) 등을 측정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메탄 버너화재는 완전연소에 가깝게 연

소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CDG법은 연소과정에서 CO2의 단위질량당 생성 열에너

지양이 비교적 일정하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이산화탄

소와 일산화탄소의 생성으로 인한 기여분으로 구성된다(8).









 


 





(5)

CO2의 단위질량당 열에너지(


)는 13,300 kJ/kg, CO의 

단위질량당 열에너지(


)는 11,100 kJ/kg이며 불확실도는 

각각 ±11%와 ±18%로 알려져 있다(9). 배기가스 내 화학종 i

종의 질량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6)

따라서 CDG법에 의한 발열량은 다음과 같다(8).
















 


















     











 










(7)

유입공기와 배기가스의 질량유량사이의 관계는 다음식

에 의해 정의된다(8).












 


















(8)

3. 결  과  

Figure 3은 메탄버너의 연료 질량유량 변화에 대한 발열

량계의 배기덕트에서 측정된 산소소모계수와 CO2 질량유

량을 각각 나타낸다. 산소소모계수의 물리적 의미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낸다(10).












 



(9)

산소소모계수는 유입된 산소량에 대한 연소과정에서 소

모된 산소량의 비를 나타내며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 

연료의 공급유량이 증가하여 산소소모지수는 증가하며 최

대발열량에서 7% 이상의 산소가 연소과정에서 소모됨을 

보여준다. Figure 3(b)는 배기덕트에서 CO2 질량유량을 나

타내며 산소소모량이 증가하는 만큼 연소생성물의 양이 증

가하여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Figure 4는 산소소모계수와 CO2 질량유량의 관계를 비교

하여 나타낸다. 산소소모계수와 CO2 질량유량의 상관관계

는 ±6% 이내에서 우수한 선형성을 보이고 있으며 약 7%의 

산소소모계수에 대해 최대 0.275 kg/s의 CO2 질량유량을 보

인다. 

산소소모계수와 CO2 생성량의 선형성은 연료 내 탄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대부분 CO2 생성에 기여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CO, soot, 미연탄화수소 등의 기여분이 크지 않음을 

Figure 3. The measured oxygen depletion factor and CO2 mass 
flow rate with changing the heat relea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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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다른 연소생성물에 의한 부가적인 보정 없이 

CO2의 측정만으로 비교적 정확한 발열량을 측정할 수 있

음을 예측할 수 있다. 

Figure 5는 Mass flow controller (MFC)에서 공급된 연료

량에 따라 OC법과 CDG법에 의해 산정된 발열량 변화를 

버너화재의 발열량과 비교하여 나타낸다. OC법에 의해 측

정된 발열량은 약간의 섭동이 있으나 계단형 공급연료 변

화에 대해 버너발열량을 잘 따르고 있으며 준정상상태의 

버너발열량에 대비 상대오차는 1.4%로 잘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CDG법도 전체적으로 발열량 변화를 잘 따르

고 있으나 공급연료 변화에 대해 측정발열량의 반응이 상

대적으로 느리고 준정상상태의 측정발열량도 버너발열량 

대비 2.5%로 OC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값을 보였다. 

Figure 6은 OC법에 대한 CDG법에 의해 측정된 발열량

의 상대오차를 비교하여 나타낸다. 상대오차는 전체적으로 

10%를 보이고 있으나 연료공급 변화에 따라 발열량 변화

가 일어나는 시간대에서 순간적으로 높은 상대오차를 보였

다. 이는 CO2, CO농도 분석에 적용된 NDIR방식이 산소농

도측정에 적용된 상자성 방식에 비해 반응시간이 상대적으

로 느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오차

는 산소농도측정과 CO2, CO농도측정에 대해 지연시간을 

적용하여 일부 완화가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인 

조정을 배제하고 동일시간에 대한 측정값을 적용하여 발열

량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ure 7은 CDG법에 의한 발열량 산정시 CO2의 기여분

에 대한 CO의 기여분의 비()를 화재진행 시간에 따라 나

타낸다.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oxygen depletion factor and CO2

mass flow rate for the methane burner fire.

Figure 5. Comparison of heat release rate of reference burner with
OC and CDG method for the methane burner fire.

Figure 6. Relative error of the heat release rate measured by CDG
comparing with OC method.

Figure 7. Fraction of heat release rate contributed by CO and CO2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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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재 발열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생성되는 CO의 양

이 미미하여 CDG법에 의해 측정된 전체발열량의 대부분

은 CO2의 기여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2.5 kW 이

상의 화재발열량에 대해 일부 CO가 측정되었으며 실험과

정동안 측정된 최대 CO의 농도는 400 ppm을 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CO2에 대한 CO의 발열량 기여분은 7%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는 메탄버너화재와 같이 완전연소에 가깝게 

연소되는 화재의 경우 CO의 기여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불완전 연소가 심화되거나 CO, soot, 미

연탄화수소의 생성이 증가할 경우 이들에 의한 기여분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가적인 연소생성물에 

대한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8은 OC법과 CDG법에 의해 산정된 준정상상태의 

발열량 평균값을 버너발열량 평균값과 비교하여 나타낸다. 

오차막대는 평균구간에서 측정발열량의 최대값과 최소값

을 나타낸다. 버너발열량에 대한 OC법의 선형도는 0.27%

이고 CDG법의 선형도는 1% 정도로 나타나 두 방법 모두 

평균 발열량에 대해 우수한 선형성을 보였다. 따라서 메탄

버너화재와 같이 연소효율이 높고 CO, soot 등의 부가적인 

연소생성물의 생성이 적은 경우 OC법과 CDG법 모두 버너

발열량 대비 우수한 신뢰성을 보였으며 특히 CDG법은 OC

법을 검증하거나 상호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결  론  

본 연구는 소규모 화재발열량계를 이용하여 연소효율이 

높은 메탄버너화재에 대해 산소소모법과 이산화탄소생성

법을 적용하여 화학적으로 화재발열량을 산정하고 발열량 

산정의 주요인자와 기준버너 대비 상대오차를 분석하여 이

산화탄소생성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메탄가스 화재에 대해 산소소모지수와 CO2 질량유량

은 측정구간 전체에 대해 ±6% 이내에서 우수한 선형

성을 보였으며 이는 연료의 탄소성분이 공기중 산소

와 반응하여 대부분 CO2생성에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연료의 공급유량 변화에 대해 OC법과 CDG법 모두 버

너발열량과 잘 일치한 결과를 보였으나 CDG법에 의

한 측정발열량이 OC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반응

을 보였다. 이는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측정

장치의 반응시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기 조건이 우수한 메탄버너화재에 대해 CDG법 적

용시 CO에 기인한 발열량 기여분은 CO2에 기인한 발

열량 대비 7% 이하로 나타났으며 연소생성물에 의한 

부가적인 보정 없이 CO2의 측정만으로 비교적 정확한 

발열량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완전연소에 가깝게 연소되는 단순연료의 화

재발열량 측정에 대해 이산화탄소생성법의 신뢰성을 파악

하였으며 향후 CO, soot 등 부가적인 연소생성물의 발생 높

은 연료 및 화재조건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이

산화탄소 생성법의 적용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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