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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평 자연 개구부 면적 및 열방출률 조건이 소규모 구획실 내 온도 분포와 개구부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fire dynamics simulator (FDS)를 이용하여 전산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평 자연 배연구가 

설치된 실규모 공연장 무대부의 축소모형을 대상으로 하였고, 개구부 면적은 0.0196, 0.1024, 0.2025 m2 (각각 바닥면

적의 1, 5, 10%), 열방출률은 0.46, 1.35, 2.61 kW로 설정하였다. 개구부 면적이 감소하고 열방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구획실 내부 온도는 증가하였고, 열방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구부 중앙 부근에서의 속도는 증가하였다. 개구부 면

적이 0.0196 m2에서 0.1024 m2로 증가한 경우 속도는 증가하였으나 0.1024 m2에서 0.2025 m2로 증가한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개구부 유동의 속도 및 온도 분포 분석 결과, 개구부 중앙에서는 유출, 개구부 주변에서는 유입이 

일어나는 양방향 유동 양식이 관찰되었다. 개구부를 통한 질량 유량은 개구부 면적과 열방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였고, 기존의 질량 유량 예측 상관식은 본 전산시뮬레이션 결과를 낮게 예측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numerical simulation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orizontal natural opening areas and heat release rates 

on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vent flow in a small compartment was performed using a fire dynamics simulator. The 

reduced scale model of a stage in a real scale theater with horizontal natural opening was selected for this study. The 

horizontal opening areas were 0.0196, 0.1024, and 0.2025 m2 (1, 5, and 10% of the floor area, respectively), and the heat 

release rates were 0.46, 1.35, and 2.61 kW. By decreasing the horizontal opening area and increasing the heat release rate, 

the temperature in the compartment increased. Additionally, by increasing the heat release rate, the average velocity near the 

center of the opening increased. For the increase in the horizontal opening area from 0.0196 to 0.1024 m2, the velocity near 

the center of the opening increased. However, when the horizontal opening area increased from 0.1024 to 0.2025 m2, the 

variation in velocity was not noticeable. Considering the analyses of temperature and velocity distributions of vent flow, the 

bidirectional flow pattern was observed, where the outflow and inflow occurred at the center and edge of the horizontal 

opening, respectively. The mass flow rate through the horizontal opening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the horizontal opening 

area and heat release rate. The previous correlation for mass flow rate under-predicted the present numerical simulation data.

Keywords : Numerical simulation, Horizontal natural opening, Vent flow, Small compartment fire, Fire dynamics simulator (F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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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물 내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인명 피해의 주요 원

인이 된다. 지난 5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한 사상

자의 원인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원인은 전체의 

약 29.1%(1)에 해당한다. 또한, 화재 시 발생한 연기는 가시

거리를 감소시켜 재실자의 피난 및 원활한 소화활동을 방

해한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적절히 외부로 배출하

는 것이 중요하다. 제연 설비는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

비로, 방연(smoke defense) 설비와 배연(smoke ventilation) 설

비로 구분된다. 이 중 배연 방법은 건물의 상부에 배연구를 

설치하여 연기를 배출하는 자연 배연(natural ventilation) 방

법과 배출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연기를 외부로 배출 

및 환기하는 강제 배연(forced ventilation) 방법으로 구분된

다(2). 자연 배연 방법은 강제 배연 방법에 비해 전체 설비 

설계가 단순화되고, 설치 비용이 적으며, 평상 시 환기에도 

겸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연 배연에 대한 예로, 

일부 공연장에서는 공연장 무대부에서 화재 발생 시 무대

부에서 발생한 열과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해 공연

장 천장에 수평 자연 개구부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화재 

시 공연장 내부 온도를 낮추고 시야 확보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수평 자연 개구부를 통한 

유체 유동은 구획실 내 화재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개구부를 통한 유체의 거동을 예측하는 것은 자연 배연 설

비의 설계 및 성능 개선에 적용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수평 자연 개구부를 통한 유체 유동과 관련된 연구가 일

부 수행된 바 있다. 구획실 내 화재 시 열적 팽창으로 인한 

수평 개구부 근처에서의 압력차로 인해 수평 개구부를 통

한 유출이 발생한다. 한편, 수평 개구부 유동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로 부력의 영향이 있는데 수평 개구부 근처에서

는 가벼운 유체 위에 무거운 유체가 위치하는 불안정한 성

층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수평 개구부를 통한 유입 유동

의 발생 원인이 된다. 따라서 열적 팽창에 의한 압력차와 

부력 영향에 의해 수평 개구부에서의 유동 거동이 결정된

다. Tan과 Jaluria(3)는 부력 영향과 압력차 중 어떠한 영향이 

수평 개구부 유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 

두 영향의 비(ratio)를 무차원수로 나타낸 부력 수(Buoyancy 

number, B)를 도입하였으며, 해당 무차원수를 식(1)에 나타

내었다. 




∆

∆
(1)

여기서, 는 중력가속도, 는 수평 개구부의 지름, ∆와 

∆는 각각 수평 개구부를 기준으로 구획실 외부와 내부의 

밀도차와 압력차를 의미한다. Chow와 Gao(4)는 부력 수를 기준

으로 B > 10인 경우 부력에 의해 구동되는 유동(buoyancy- 

driven flow), B < 0.1인 경우 압력에 의해 구동되는 유동

(pressure-driven flow)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Chen(5)은 5개의 연료 팬 지름과 6개의 수평 개구부 면적을 

이용하여 개구부의 유동 양식(flow pattern)을 구분하기 위한 

소규모 화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ure 1에 수평 개구부에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유동 양식을 나타내었다. Chen(5)에 따르

면 Figure 1(a)에 나타낸 단방향 유동(unidirectional flow) 양

식에서는 개구부에서 유체의 유동이 한 방향으로 지배적으

로 나타난다. 즉, 지속적인 유출(적색 화살표) 또는 유입(청색 

화살표)이 일어나는 유동 양식으로, 유출과 유입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Figure 1(b)의 양방향 유동(bidirectional 

flow) 양식에서는 개구부를 통해 유체의 유출 및 유입이 동

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혼합 유동(compound flow) 양식에서

는 단방향 유동과 양방향 유동이 불규칙적으로 번갈아 나

(a) Unidirectional flow (b) Bidirectional flow

Figure 1. Schematic diagrams of typical flow patterns through horizontal natural opening in com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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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한편, Cooper(6)는 수평 개구부에서 양방향 및 단방

향 유동을 구분하는 임계 압력 차이에 대해 보고하였다. 

한편, Epstein(7)은 염수(seawater)와 담수(freshwater)가 수

평 칸막이(partition)로 분리되어 있는 조건에서 수평 개구

부를 통해 밀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유체 유동을 연구하

였다. 해당 유체 유동에 대해 개구부의 두께(L)와 개구부의 

직경(D)의 비(L/D)를 사용하여 4개의 유동 영역으로 구분

했으며, 개구부에서의 교환 유량(exchange flow rate)을 예측

하는 상관식을 제안하였다. Heiselberg와 Li(8)는 추적 가스 

시스템(tracer gas system)을 이용하여 실규모 구획실에서 L/D

에 따른 수평 개구부를 통한 교환 유동을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Epstein(7)의 상관식을 검토하였고, 수정

된 상관식을 제안하였다. Zhang 등(9)은 수평 개구부의 설치 

위치가 구획실 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산시뮬레이션

(numerical simu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해석 결과, 

연기층 온도는 수평 개구부가 천장의 모서리에 설치된 경

우에 비해 중앙에 설치된 경우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연기

층의 하강은 개구부의 위치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수평 개구부 면적 및 화원의 열방출률 조건은 구획

실 내 온도 분포 및 개구부를 통한 유체 거동과 같은 구획

실 내 화재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factor)이고, 

개구부를 통한 유량은 배연 설비의 성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존에 수평 개구부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어 왔으나 수평 개구부의 면적 및 화원의 열방출률의 변

화에 따른 구획실 내 온도 분포 및 개구부를 통한 유체의 

거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fire dynamics simulator (FDS)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면적 및 열방출률이 소규모 구획실 화재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전산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평 개구

부가 존재하는 실규모 공연장 무대부의 축소모형을 대상으

로 하였고, 구획실 내 온도 분포, 개구부를 통한 유동 속도 

및 질량 유량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또한, 개구부를 통한 질

량 유량에 대해 본 전산시뮬레이션 결과와 기존 연구(7)에서 

제안한 상관식에 의한 예측 결과를 비교 및 검토하였다. 

2. 전산시뮬레이션 방법 및 조건 

2.1 전산시뮬레이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평 개구부가 설치된 경우에서 개구부

의 면적 및 열방출률 조건에 따라 구획실 내부 온도 분포, 

수평 개구부를 통과하는 유체의 속도, 유출 및 유입 질량 

유량에 대해 전산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한

편, Baek(10)은 수평 및 수직 개구부가 설치된 소규모 구획

실에서 개구부 및 화원 조건이 구획실 내 화재 상황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해당 소규모 구획실

은 실규모 공연장의 무대부를 1/14 비율로 축소하여 제작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10)의 소규모 구획실에

서 수직 개구부는 폐쇄되고 수평 개구부만이 존재하는 구획

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공연장 무대부 화재 

시 무대부와 객석부 사이에 설치된 방화막(fire curtain)(11)이 

작동된 상황과 유사하다. 

Figure 2에 본 연구에서 구축된 전산시뮬레이션 형상에 

대해 나타내었다. 구획실의 크기는 2.04 m (폭) × 1.00 m 

(깊이) × 1.10 m (높이)이고, 수평 자연 개구부의 위치는 구획

실의 천장 중앙이다. 수평 개구부의 면적은 바닥면적의 1, 5, 

10%로 설정하였고, 각각 0.0196, 0.1024, 0.2025 m2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획실 내 온도 분포 측정을 위해 기존의 

축소모형 실험 연구(10)와 유사하게 총 5개의 열전대 트리

(thermocouple tree)를 모사하여 설정하였다. Figure 3에 전산

시뮬레이션에서 설정한 열전대 트리의 위치에 대한 개략도

를 나타내었다. 열전대 트리의 개수는 총 5개이며 TC1－TC4

는 구획실 바닥으로부터 200 mm 마다 각각 5개의 열전대

를 설치하였고 TC5의 경우 구획실 중앙에서 바닥으로부터 

800, 900, 1000 mm 위치에 각각 1개의 열전대를 설치하였

다. TC5는 화원으로부터 수직 상단에 설치된 열전대 트리

이다. 따라서 구획실 내 설정된 온도 측정 위치는 총 23지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축소모형 실험 연구(10)와 본 전산

시뮬레이션의 격자 크기를 고려하여 화원 및 열방출률 조

건을 설정하였다. 화원은 구획실 바닥의 중앙에 위치하고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numerical simulation (e.g., horizontal opening area = 0.2025 m2, HRR = 2.61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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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는 메탄올(Methanol)을 적용하였다. 화원의 열방출률은 

0.46, 1.35, 2.61 kW이고, 해당 화원의 면적은 각각 1.963 × 

10-3, 5.027 × 10-3, 7.854 × 10-3 m2이다. 해당 조건은 상사 법

칙을 적용할 때 실규모에서 약 337, 990, 1914 kW에 해당

하는 열방출률이다. 열방출률의 경우, 공연장 무대부에 존

재하는 특정 가연물의 조건(예를 들면, 커튼(curtain)의 특정 

설치 조건)을 고려한 열방출률과 함께 다양한 열방출률 조

건에서의 영향 검토와 실험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

다. 화재 성장 곡선은 t-square fire model (   × )(12)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은 열방출률이고, 는 화재 성장 

계수, 는 시간을 의미한다. 화재 성장 속도는 ultra fast ( 

= 0.1876 kW/s2)로 설정하였다.  

한편, 수평 개구부에 수직으로 통과하는 유동 속도를 측

정하였고, Figure 4에 수평 개구부에서의 유동 속도 측정 

위치에 대한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Figure 4(a)의 수평 개구부 

면적은 구획실 바닥면적의 1%, Figure 4(b)는 5%, Figure 4(c)

는 10% 조건이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개구부 유동 속도를 

V01, V05, V10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유동 속도 측정 위치가 

수평 개구부의 중앙인 경우를 하첨자 1, 개구부의 중앙에

서 0.04, 0.12, 0.20 m 떨어진 경우를 각각 하첨자 2, 3, 4로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수평 개구부 면적이 구획실 바닥면

적의 1%이고 속도 측정 위치가 개구부의 중앙인 경우는 

V01_1이다. 한편, 수평 자연 개구부를 통한 유출 및 유입 질

량 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전산시뮬레이션을 위해 FDS (Ver. 6.5.3)을 사용하였다. 격

자(Cell) 크기는   (plume resolution index)(13)를 고려하였

으며,  는 4와 16 사이의 범위(14,15)를 적용하였다. 여기서 

 는 특성 화재 직경(characteristic fire diameter), 는 정육면

체 격자 한 변의 길이를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 그룹에서는 

본 전산시뮬레이션과 유사한 형상 및 조건에서 FDS의 신뢰

도를 검토한 바 있다. Yang 등(16)은 공연장 화재 축소모형 실

험 연구(17)를 대상으로 방화막 설치 여부 및 무대부 자연배출

구 개폐에 대한 축소모형 실험 결과와 FDS를 이용한 전산시

뮬레이션 결과가 비교적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plume 

Figure 3. Locations of temperature measurements.

(a) Horizontal opening area = 0.0196 m2 
(1% of floor area)

(b) Horizontal opening area = 0.1024 m2 
(5% of floor area)

 (c) Horizontal opening area = 0.2025 m2

(10% of floor area)

Figure 4. Locations of velocity measurements in horizontal opening (Top-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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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index(13)와 기존 연구 결과(16)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는 정육면체 격자 한 변의 길이를 0.01 m로 설정하였고, 이 

때 총 격자 개수는 4,076,800개이다. 전산시뮬레이션 시간은 

600 s로 설정하였고, message passing interface (MPI) 병렬 계

산을 통해 전산시뮬레이션을 구동하였다.

2.2 전산시뮬레이션 조건 

본 연구에서는 총 5가지 조건에 대해 전산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고, 해당 조건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에서 수평 

개구부는 horizontal opening (HO), 열방출률은 heat release rate 

(HRR)으로 나타내었다. 동일한 열방출률(1.35 kW)일 때, 

수평 개구부 면적(바닥면적의 1, 5, 10%)의 영향과 동일한 

수평 개구부 면적(0.0196 m2, 바닥면적의 1%)일 때, 화원의 

열방출률(0.46, 1.35, 2.61 kW)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HO와 

HRR 뒤에 숫자는 수평 개구부의 면적(구획실 바닥면적에 

대한 비율)과 열방출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수평 개구

부 면적이 구획실 바닥면적의 1%이고 열방출률이 0.46 kW

인 경우는 HO_01&HRR_0.46로 표현하였다. 

3. 전산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3.1 온도 분포

Figure 5에 동일한 수평 개구부 면적 조건(0.0196 m2, 바

닥면적의 1%)에 대해 열방출률에 따른 열전대 위치별 온도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5(a)에는 화원 근처에 있는 

TC1－TC4에서의 온도 측정 결과를, Figure 5(b)에는 화원 

수직 상단에 있는 TC5에서의 온도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

다. 500－600 s 구간에서의 평균값을 이용하였고, 오차막대

(error bar)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Figure 5(a)에 나타낸 바

와 같이, 화원 근처에 위치한 TC1－TC4에서 측정한 온도

의 경우 모든 열방출률 조건에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즉,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이는 열원으로부터 발생한 고온의 기

체층이 상부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한편, 상부에 위치한 열

전대의 경우(예를 들면, 열방출률이 2.61 kW인 조건에서 

측정 높이가 1000 mm인 경우) TC2와 TC3에서 측정한 온

도가 TC1과 TC4에서 측정한 온도보다 약간 높게 측정되었

는데 이는 TC2와 TC3의 위치가 TC1과 TC4의 위치에 비해 

화원 중심으로부터 가깝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화원의 

수직 상단에 설치된 TC5에서의 온도 분포의 경우(Figure 5(b)), 

TC1－TC4의 온도 분포와는 달리 측정 높이가 높아짐에 따

라 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화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비교적 온도가 낮은 주변의 공기가 화재 

플룸(fire plume)으로 혼입(entrainment)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한편, TC1－TC5 모두에서 열방출률이 증가함에 따

라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Cases Horizontal opening area (m2) HRR (kW) Plume resolution index

HO_01&HRR_0.46

0.0196 m2 (1% of floor area)

0.46 4.4

HO_01&HRR_1.35 1.35 6.8

HO_01&HRR_2.61 2.61 8.9

HO_05&HRR_1.35 0.1024 m2 (5% of floor area) 1.35 6.8

HO_10&HRR_1.35 0.2025 m2 (10% of floor area) 1.35 6.8

Table 1. Summary of Numerical Simulation Conditions

(a) TC1－TC4 (b) TC5

Figure 5. Effect of heat release rate on temperature distribution under horizontal opening area = 0.0196 m2 (1% of floo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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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에 동일한 열방출률 조건(1.35 kW)에서 수평 개

구부 면적에 따른 열전대 위치별 온도 측정 결과를 나타내

었다. Figures 6(a)와 6(b)는 각각 화원 근처에 설치된 TC1

－TC4와 화원의 수직 상단에 설치된 TC5에서의 온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측정 위치별 온도는 바닥으로부터 거리

가 멀어짐에 따라 각각 온도가 증가 및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Figures 5(a) 및 5(b)에서의 온도 분포 경

향과 동일하다. 또한, 각 수평 개구부 면적 조건에서 높이

가 높은 위치에서의 온도 측정 결과, Figure 5(a)에서와 유사

하게 TC2와 TC3에서 측정한 온도가 TC1과 TC4에서 측정한 

온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Figure 6(a)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수평 개구부의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높이에 따른 온도 변

화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평 개구부 면적

이 감소함에 따라 수평 개구부를 통한 열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ure 6(b)에 나타낸 TC5에서 측정한 

온도 분포에서도 수평 개구부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온도

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한편, TC5에서 모든 수평 

개구부 면적 조건에서 열전대 높이에 따른 온도 감소율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수평 개구부를 통한 유동 속도

본 연구에서는 수평 개구부를 통한 유동 속도를 검토하

기 위해 수평 개구부에 수직인 속도 성분(즉, z축 속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수평 개구부를 기준으로 속도가 양(+)인 

경우 구획실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유동의 속도, 속도

가 음(-)인 경우 구획실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유동의 

속도이다. Figure 7에 수평 개구부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

(0.0196 m2, 바닥면적의 1%) 500－600 s 구간에서 열방출률

에 따른 수평 개구부를 통한 유동 속도 측정 결과를 나타

내었다. Figures 7(a), 7(b), 7(c)는 열방출률이 각각 0.46, 

1.35, 2.61 kW인 조건에서 수평 개구부 중앙(V01_1)과 중앙

으로부터 0.04 m 떨어진 위치(V01_2)에서의 속도 측정 결과

이다. Figure 7(d)에는 해당 시간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를 

열방출률에 따라 나타내었다. Figures 7(a)－7(c)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열방출률 조건에서 모든 측정 위치에서 속도

는 양과 음의 값이 나타났고 큰 변동(fluctuation)이 관찰되

었다. 하지만 주로 속도가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위치에서는 유출 유동 경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Figure 7(d)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측정 지점

에서 모두 열방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수평 개구부를 통한 

평균 속도가 증가하고 표준편차(변동)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ure 8에 동일한 열방출률 조건(1.35 kW)에서 수평 개

구부 면적에 따른 유동 속도를 나타내었다. Figure 8(a)의 

수평 개구부 면적이 0.0196 m2인 경우, V01_1과 V01_2가 양과 

음의 값으로 변동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값은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 개구부의 면적이 증가한 Figure 8(b)의 경

우, 모든 지점에서의 속도가 대부분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

으나 V05_1과 V05_2에 비해 V05_3이 음의 값을 나타내는 빈도

가 증가한 것처럼 관찰되었다. 수평 개구부의 면적이 가장 

큰 0.2025 m2의 경우, Figure 8(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속도 

측정 위치가 개구부 중앙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즉, V10_1 

→ V10_4) 전체적인 속도 분포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V10_1은 대부분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V10_4는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8(d)에는 

해당 시간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를 개구부 면적 변화에 따

라 나타내었다. 개구부 면적이 0.0196 m2에서 0.1024 m2로 증

가하였을 때 개구부 중앙 근처에서의 속도(예를 들면, V_1과 

V_2)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0.1024 m2에서 0.2025 m2로 

증가하였을 때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개구부 중앙에

서 주변으로 이동함에 따라 속도가 작아지고 양에서 음으

(a) TC1－TC4  (b) TC5

Figure 6. Effect of horizontal opening area on temperature distribution under HRR = 1.35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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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Figure 8을 토대로 볼 때, 

수평 개구부 중앙에서는 주로 속도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이는 구획실로부터 대부분 유출 유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수평 개구부 중앙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즉, 수평 개구부 주변) 속도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이는 

외부에서 구획실 내부로의 유입 유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

미한다. 

Figure 9에 Figure 8과 동일한 수평 개구부 면적 및 열방

출률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수평 개구부를 통한 유동의 온

도 분포를 가시화하여 나타내었다. 모든 조건에서 수평 개

구부 중앙에서는 비교적 온도가 높고, 수평 개구부 주변에

서는 온도가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ures 8과 9를 토대

로 볼 때, 본 전산시뮬레이션 조건에서는 수평 개구부 중앙

에서는 주로 높은 온도의 유동이 유출되고, 개구부 주변에

서는 주로 낮은 온도의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양방향 유동 

양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수평 개구부를 통한 질량 유량

Figure 10에 개구부 유동의 유출 및 유입 질량 유량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평 개구부를 통과하는 유동의 질량 

유량이 정상 상태(steady-state)에 도달하는 구간으로 판단되

는 500－600 s의 시간 구간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하였고, 

오차막대(error bar)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Figure 10(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평 개구부의 면적이 0.0196 m2인 경

우, 열방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출 및 유입 질량 유량은 

증가하였고, 0.46 kW인 조건에 비해 2.61 kW인 조건에서의 

유출 및 유입 질량 유량이 약 1.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0(b)에 열방출률이 1.35 kW인 조건에서 수평 개구

부의 면적에 따른 개구부 유동의 유출 및 유입 질량 유량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평 개구부 면적이 증가함에 따

라 유출 및 유입 질량 유량은 증가하였고 오차막대가 커지

는 것으로 볼 때 변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ure 10을 토대로 볼 때 수평 개구부를 통한 유출 및 유

입 질량의 차이는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측정한 수평 개구부를 통한 유출 및 

(a) HRR = 0.46 kW (b) HRR = 1.35 kW

(c) HRR = 2.61 kW (d) Average velocity

Figure 7. Effect of heat release rate on velocity through horizontal opening under horizontal opening area = 0.0196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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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rizontal opening area = 0.0196 m2 (1% of floor area) (b) Horizontal opening area = 0.1024 m2 (5% of floor area)

(c) Horizontal opening area = 0.2025 m2 (10% of floor area) (d) Average velocity

Figure 8. Effect of horizontal opening area on velocity through horizontal opening under the HRR = 1.35 kW.

(a) HO_01&HRR_1.35

(b) HO_05&HRR_1.35

 (c) HO_10&HRR_1.35

Figure 9. Visualization of flow temperature distribution through horizontal opening under HRR = 1.35 kW (Top-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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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질량 유량을 기존 상관식(7)의 예측값과 비교 및 검토

하였다. Epstein(7)은 구획실 천장에 수평 개구부가 설치되고 

유동 양식이 양방향 유동일 경우, 수평 개구부를 통해 부력

(밀도차)에 의한 교환 유량을 예측하는 상관식을 제안하였

으며, 해당 상관식을 식(2)－(6)에 나타내었다. 

 
∆




      
  

   (2)

∆ 




(3)

 




 (4)

 (5)

 (6)

여기서 은 수평 개구부를 통해 부력에 의해 구동(buoyancy- 

driven)되는 교환 유량, 

은 구획실 외부 유체의 밀도, 


은 

구획실 내부 유체의 밀도, 는 중력가속도, 은 개구부의 

두께(높이), 는 정사각 모양의 수평 개구부 한 변의 길이, 

는 개구부 면적을 원으로 환산했을 때의 지름을 의미한

다. 한편, 기존 상관식(7)에서 계산된 교환 유량은 체적 유량

이므로 온도(T)와 밀도() 간 관계인 식(7)을 이용하여 밀도

를 구한 후 체적 유량에 곱하여 질량 유량을 도출하였다. 

  (7)

Figure 11에 수평 개구부를 통한 질량 유량에 대해 전산시

뮬레이션 결과와 기존 상관식(7)의 예측값을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Figure 11(a)에 나타낸 수평 개구부 면적이 0.0196 m2

인 조건에서, 열방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질량 유량이 증가

하는 경향이 본 전산시뮬레이션과 기존 상관식(7) 모두에서 

(a) Heat release rate effect (Horizontal opening area = 0.0196 m2) (b) Horizontal opening area effect (HRR = 1.35 kW)

Figure 10. Mass flow rates of outflow and inflow through horizontal opening. 

(a) Heat release rate effect (Horizontal opening area = 0.0196 m2) (b) Horizontal opening area effect (HRR = 1.35 kW)

Figure 11. Comparison of mass flow rate between present numerical simulation and previou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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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나타났다. Figure 11(b)에 나타낸 열방출률이 1.35 

kW로 일정한 조건에서도 수평 개구부 면적이 증가함에 따

라 질량 유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두 경우 모두에서 관찰되

었다. 하지만, 기존 상관식(7)은 본 전산시뮬레이션 결과를 

낮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전산시뮬레이션 

결과와 기존 상관식(7) 결과 간 차이가 나타난 이유 중 하나

는 기존 상관식(7)의 경우 염수와 담수를 이용하여 밀도차

에 의해 발생하는 수평 개구부를 통한 교환 질량 유량 실

험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상관식인 반면, 본 전산시뮬레이

션은 유체의 밀도차 뿐 아니라 구획실 내 화원에 의한 열

적 팽창에 의한 압력차도 개구부 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

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평 자연 배연구가 설치된 실규모 공연

장 무대부의 축소모형을 대상으로 수평 개구부 면적 및 열

방출률이 구획실 내 온도 분포 및 개구부 유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전산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평 개구부 면

적은 0.0196, 0.1024, 0.2025 m2 (각각 바닥면적의 1, 5, 10%), 

열방출률은 0.46, 1.35, 2.61 kW로 설정하여 구획실 내 온도 

분포, 수평 개구부를 통한 유동 속도 및 질량 유량을 측정

하고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아래에 정리하였다. 

1) 구획실 내 온도 측정 결과, 동일한 수평 개구부 면적 

조건에 대해 열방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였

다. 동일한 열방출률 조건에서 수평 개구부 면적이 증가함

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한편, 화원 

근처에 있는 TC1－TC4에서의 온도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가 증가한 반면, 화원의 수직 상단에 

설치된 TC5에서의 온도의 경우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온

도가 감소하였다. 

2) 수평 개구부를 통한 유동 속도 측정 결과, 열방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구부 중앙 부근에서의 속도는 증가하였

다. 반면, 개구부 면적이 0.0196 m2에서 0.1024 m2로 증가하

였을 때 속도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0.1024 m2에서 0.2025 

m2로 증가하였을 때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3) 개구부 중앙에서 주변으로 이동함에 따라 속도가 작

아지고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수평 개구부를 통한 유동의 온도 분포 측정 결과, 수평 개

구부 중앙에서는 비교적 온도가 높고, 수평 개구부 주변에

서는 온도가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볼 때, 화원에 의한 뜨거운 유동이 개구부 중앙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고 개구부 주변을 통해 외부의 공기가 유입

되는 양방향 유동 양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수평 개구부를 통한 질량 유량 측정 결과, 수평 개구

부 면적과 열방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출 및 유입 질량 

유량은 증가하였다. 본 전산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존 상관

식(7)의 예측값과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경향은 유사하였으

나 기존 상관식(7)은 본 전산시뮬레이션 결과를 낮게 예측

하였다. 이는 기존 상관식(7)이 열적 팽창의 영향은 고려하

지 않고 밀도차의 영향만을 고려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추후 더욱 다양한 조건에서의 축소모형 실험 및 전산시

뮬레이션, 실규모 전산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 개구부 

면적 및 열방출률과 구획실 내 온도 분포 및 개구부 유동 

거동 간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량화 및 예측을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연장 무대부에서

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가연물의 조건(종류 

및 위치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세부적인 공연장 무

대부 화재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화원의 위치 및 

열방출률 조건에서의 화재시뮬레이션이 수행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해당 연구 결과는 공연장 내 자연 배연 설

비의 설계, 관련 기준 개선 및 보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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