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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를 가진 경질 플라스틱 가연물에 대한 열방출률의 모델화 및 일반화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열방출률의 모델화 및 일반화는 Natori에 의해 제안된 모델을 가지고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그의 

모델은 목재 가구의 연소실험 결과를 기초로 제시된 것이다. 경질 플라스틱 가연물의 열방출률은 프린터를 이용한 

기존 연구 결과를 이용하였다. 우선, 프린터의 열방출률 측정 결과가 Natori의 모델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적용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열방출률 곡선의 일반화를 위하여 가연물의 기하학적인 특성 

및 구성 재질을 기초로 하여 열방출률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기하학적인 특성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함에 따라 

열방출률 특성이 잘 반영된 파라미터(화재성장률, 최대 열방출률 그리고 감쇠율)를 제시하였다. 한편, 모델화에 필요

로 하는 파라미터를 겉보기 밀도와의 상관관계로서 분석하였으며, 화재성장률과 최대 열방출률의 경우 겉보기 밀도

와 비교적 명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가연물의 외형 수치와 중량 측정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열방출률 곡선 추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conducted the modeling and generalization of the heat release rate of rigid plastic combustibles with 

respect to their geometrical properties. The modeling and generalization was carried out using the model proposed by 

Natori, which is based on the combustion behavior of wooden furniture. Previous studies that have reported the combustion 

of printers were used for the modeling of the heat release rate of rigid plastic combustibles. The reported heat release rate 

measurements of the printers were examined to determine their applicability to Natori's model. After their applicability was 

confirmed, to generalize the heat release rate curve, heat release rate parameters of the combustibles were analyzed with 

respect to their geometrical properties and constituent materials. The combustible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ir geometrical properties, and the fire growth rate, maximum heat release rate, and decay rate represented the heat release 

rate parameters. Furthermore, the parameters were analyzed as a function of the apparent density of the combustibles. The 

fire growth rate and maximum heat release rate exhibited a relatively evident correlation with the apparent density, which 

indicated that an accurate estimation of the heat release rate curve can be obtained from the external dimensions and weight 

of the combusti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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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획 공간의 화재 위험성에 미치는 파라미터로는 가연

물의 연소특성, 환기 특성 그리고 공간을 구성하는 재료의 

열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1-2). 연소특성에는 가연물의 

종류, 가연물의 적재량 그리고 가연물의 형태, 환기 특성으

로는 개구부 위치, 형태 및 크기, 재료의 열적 특성으로는 

열전도율, 밀도 그리고 비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연물의 연소특성은 소재 단위 또는 실제 생활에 사용

되는 가연물 단위의 연소실험을 통하여 정량적인 열적 특

성 값을 얻을 수 있다.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은 연소특

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 말할 수 있으며, 국내외 많

은 연구자로부터 열방출률 측정 결과가 보고되어왔다(1-7). 

열방출률은 보편적으로 소재 단위의 경우 콘 칼로리미터

(cone calori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실제의 가연물 단

위는 대형 퍼니처 칼로리미터(furniture calorimeter)를 이용

한다. 이러한 콘칼로리미터에 의한 열방출률 측정법은 산

소 소비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8). 한편, 가연물의 연소실험

과 더불어 건축물의 건축 용도에 따른 가연물 조사는 화재 

위험성에 평가를 위해 중요한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9-10).

그러나 가연물의 연소특성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

속되어야 하지만, 연소실험의 경우 환경적, 시간적 및 경제

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소실험의 결과를 지속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의 모델화 작업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의자를 이용한 연소실험으로부터 얻

어진 열방출률은 모든 의자에 대한 연소특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가연물에 대하여 구성 재료와 기학적인 형태를 고려

하여 구분하고 이에 따른 열방출률 측정 결과를 모델화하

여 나타낼 필요성이 있다(11-12). 

따라서 다양한 가연물의 연소실험으로부터 얻어진 다양

한 열방출률 결과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모델화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경질 플라스틱을 주재료

로 하는 가연물(프린터)에 대한 열방출률 곡선을 활용하여 

모델화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가연물의 외형 특성

으로부터 열방출률 곡선 추정에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 얻

을 수 있는 형태의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프린터를 이용한 연소실험의 개요(13)

본 연구에서 경질 플라스틱의 열방출률 측정 결과는 Lee 

등(13)에 의해 보고된 프린터 연소실험 결과를 이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절에는 연소실험의 방법과 열방출률 측정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2.1 연소실험의 방법

연소실험 개요를 나타내는 평면도와 단면도를 Figure 1

에 나타냈다. 연소실험은 직사각형의 5 m 후드 아래에서 

진행되었으며, 대형 퍼니처 칼로리미터에 의해 열방출률이 

측정되었다(8). 실험체는 실생활에서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

여 테이블 상부에 설치되었으며, 실험체의 아래에는 로드 

셀(load cell)을 설치함으로써 중량 변화를 동시에 측정한 

것이다. 열방출률의 측정은 1 s 간격이다. 

착화 방법은 연소의 계속성과 착화원이 연소 성상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LPG 가스 1 l/min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버너가 착화원으

로 사용되었다. LPG 가스의 유량는 질량유량계를 통하여 

통제되었으며, 열방출률 측정 결과에 있어서 LPG 가스의 

연소가 열방출률에 미친 영향은 제외된 것이다.

실험에는 총 12대의 프린터가 사용되었으며 프린터의 

사양에 따라 흑백 레이저(B-laser), 컬러 레이저(C-laser), 컬

러 잉크젯(C-inkjet) 그리고 복합기(A-inkjet)로 구분된다. 

Table 1은 연소실험에 사용된 프린터의 외형 치수와 중량

을 나타낸 것이다. 각 기호는 노출 표면적 As, 수평투영면

적 Ab, 높이 H, 겉보기 체적 Vbulk, 초기 중량 W0을 나타낸다. 

Table

Diameter 10 mm

VTR1 VTR2

Mass f low  controller

VTR3VTR4

Flexible metal pipe

(Unit: mm)

Specimen

LPG Gas

(1 l/min)

100

Range of Hood (5 m)

a) Plan view(13) 

Printer

5000

Table
880

Load cell (3 points)

Support bar

Calcium silicate 

board (10mm of 

thickness)

Hood

(Unit: mm)

b) Sectional view(13) 

Figure 1. Burning test method of printer under 5m 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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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실험에 사용된 프린터의 형태적 사양은 수평투영면적 

0.103~0.327 m2, 높이 0.099~0.561 m, 겉보기 체적 0.021~ 

0.147 m3, 초기 중량 6.8~54.5 kg의 것이 사용되었다. 

2.2 실험 결과의 개요 

연소실험 결과 잉크젯 프린터의 주요 플라스틱은 PS-HI 

(high impact polystyrene)으로서 연소열은 31.7 MJ/kg로 나

타났다. 레이저 프린터는 PC+ABS-FR (40) 또는 ABS-FR 

(40)의 사용되었으며, 평균 연소열은 24.7 MJ/kg 됨이 확인되

었다. 여기서 FR (40) 난연성 소재의 혼입을 의미한다. 한편, 

Figure 2에는 열방출률을 

와의 관계로서 나타낸 것으

로서, 는 프린터의 높이(m)를 의미한다. 프린터의 외형 치수

로부터 최대 열방출률 예측이 가능함을 내포하고 있다(13).

3. 열방출률 곡선의 모델화 방법

기존의 연소실험에서 측정된 열방출률 결과(13)를 이용하

여 열방출률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경질 플라스틱도 기존의 

모델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3.1 열방출률 곡선 모델의 개요

Natori 등(11-12)은 가구와 같은 목재(심재)와 발포성 플라

스틱(피복재)로 구성된 실제 가연물의 연소실험 결과를 기

초로 열방출률 모델을 제안하였다. Figure 3과 식(1)에 나타

낸 바와 같이 그의 모델은 연소의 시간 경과에 따라 화재

성장기간 τgrow, 정상연소기간 τmax, 감쇠기간 τdecay으로 구분

하고 있으며, 화재성장기간과 감쇠기간에서의 성장률과 감

쇠율은 t-square 모델(14-15)을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2

max max

2
max decay

0

( )

grow

grow

d decay

t t t

Q t Q t t t

t t tt t

α

α

⎧
≤ <⎪⎪

= ≤ <⎨
⎪ ≤ <−⎪⎩

(1)

여기서 Q는 열방출률(kW), t0는 화재성장 개시시간(s), 

tgrow는 화재성장 종료시간(s), tmax는 정상연소 종료시간(s), 

tdecay는 감쇠기 종료시간(s), 는 화재성장률(kW/s2), 

는 화

재감쇠율(kW/s2)이다.

3.2 열방출률 측정 결과의 모델화 적용 및 검토

측정된 열방출률 결과를 모델에 적용함에 있어서 성장

기간, 감쇠기간, 성장률과 감쇠율은 회기구간의 설정에 따

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회기구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방

법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열방출률 측

정결과를 Figure 4와 같이 시간 t와 와의 관계로 변환함

으로서, 가 직선적으로 크게 증가 혹은 크게 감소하는 

구간을 회기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회

기 구간을 설정하면 화재성장 개시시간 t0과 감쇠기 종료시

간 tdecay은 각각의 회기구간의 기울기로부터 연장선상에 있

는 x축과의 접점 값이 됨으로 일률적으로 구할 수 있다. 한

편, 정상연소기간 max은 측정값과 모델값에서 얻어진 총 

열방출률(total heat release rate)의 값이 일치하도록 조절이 

필요함으로, 조절 후의 정상연소기간은 max′로 나타낸다.

time (s)

Q

(kW)

0 (t0 ) tdecaytgrow tmax

Q=Qmax

Q=αd (tdecay-tmax)
2

ignition

Q=αtgrow
2

τ decayτmaxτ grow

data

model

Figure 3. Natori's estimated model of heat release rate.

y = 802.8x

R² = 0.9251

y = 2835.7x

R² = 0.8477

0

50

100

150

200

250

300

0.0 0.1 0.2 0.3 0.4

Q
m
a
x
.
(k
W

)

AsH
1/2

Black Laser

Color Laser

Color Inkjet

All-in-one type Inkjet

Inkject types

Laser types

Figure 2. Relationship between 

  and HRRmax

(13).

Type
As 

(m2)

Ab

(m2)

H

(m)

Vbulk 

(m3)

W0 

(kg)

No.1
B-Laser

0.489 0.103 0.254 0.026 6.8

No.2 0.787 0.214 0.318 0.068 17.1

No.3

C-Laser

1.242 0.310 0.411 0.127 54.5

No.4 1.328 0.261 0.561 0.147 36.1

No.5 1.173 0.327 0.365 0.119 41.6

No.6 1.028 0.271 0.381 0.103 31.6

No.7 0.834 0.203 0.355 0.072 24.5

No.8

C-Inkjet

0.730 0.306 0.122 0.037 9.5

No.9 0.514 0.213 0.099 0.021 6.7

No.10 0.680 0.234 0.191 0.045 10.9

No.11
A-Inkjet

0.680 0.259 0.152 0.039 10.8

No.12 0.055 0.279 0.111 0.031 9.2

Table 1. Specification of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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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방출률 곡선 모델화 및 일반화

4.1 열방출률 곡선 모델화 결과 

Figure 5는 열방출률 측정 결과와 모델화 결과로서 프린

터의 유형에 따라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는 화재성

장 개시시간이 0 s가 되도록 조정된 것으로, 모델화 방법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상연소기간 max ′은 실험값과 모델

링 값의 총 열방출률 일치하도록 보정되었다. 그래프에서

는 보정 전의 결과를 노란색 실선, 보정 후의 결과를 검은

색 실선으로 표기하였다.

각각의 측정된 열방출률은 프린터의 유형에 따라 그 결과

와 형태가 다르지만 모든 모델링 적용 결과는 화재성장기, 

화재최성기, 화재감쇠기의 특징이 잘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린터 열방출률 측정 결과와 모델링 적용 결

과를 통하여 Natori의 열방출률 모델(11-12)은 경질 플라스틱 

가연물의 열방출률 모델화에도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4.2 열방출률 곡선의 일반화

각각의 열방출률 곡선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활용성을 고려하면 일반화하여 나타냄이 필요

하다. 열방출률 특성과 프린터의 기하학적인 특성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하부 종이 트레이가 추가 설치

되거나 종이 서포터가 부착된 경우(type 1)와 돌출부가 거

의 없는 박스형(type 2)이다. 모델의 적용범위는 type 1은 

초기 중량 6.7~36.1 kg, 겉보기 체적 0.021~0.147 m3의 범위, 

Type 2는 초기중량 9.2~54.5 kg, 겉보기 체적 0.031~ 0.127 

m3의 범위의 것이다. 형태학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하였으

나 type 2의 경우 비교적 크기가 큰 레이저 프린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구성 재료도 함께 구분됨을 알 수 있다. 

Figures 6과 7은 type 1의 열방출률 측정결과, type 2의 측정

결과 그리고 각각의 모델링의 일반화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모델에 적용한 결과 평균값은 대

부분의 측정결과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그래프에는 표준편차를 적용한 모델도 함께 표기하였

다. 

Tables 2와 3은 위의 일반화 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나타

낸 것이다. 여기서, Ave.(μ)는 평균, σ는 표준편차, 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변동계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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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겉보기 밀도와 파라미터와의 관계

착화 이론(2)에 따르면 착화 시간 및 화염 확산은 가연물 

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각 모델의 구간별 연소 

특성에 대하여 겉보기 밀도(초기 중량/겉보기 체적)와의 관

계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Figure 8은 화재성장 개시시간에 대한 결과이다. 초기 착

화가 실패한 test 4와 test 6의 결과는 배제되었다. 밀도가 

높을수록 착화 시간이 늦어지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으나 

겉보기 밀도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는 착화원이 있는 위치에서의 가연물의 배치 상

황과 경질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난연성 소재의 함유 유

무가 그 원인이라 말할 수 있다.

Figure 9는 화재성장률에 관한 결과로서 국외 지침서(1)에 

제시되어 있는 플라스틱 가전제품의 결과(함수식)를 병행

하여 표기하였다. 지침서에서 제시된 화재성장률은 겉보기 

밀도와 음의 상관관계(1)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 결과

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

정된 화재성장률은 전체적으로 지침서의 결과보다 낮은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box type (type 2)는 더욱 현저하

게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질 플라스틱 가연물의 경우 다양한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연물에는 경질 플라스틱과 발포성 플라

스틱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이 그 이유라 판단된다. 또한 

박스형(type2)의 화재성장률이 더욱 낮게 나타낸 것은 난연

성 소재의 함유가 그 원인으로 예상된다. Figure 10은 정상

연소기간에 대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정상연소기간은 가

연물의 절대량(초기중량)과 표면적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밀도와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린터의 연소형상의 경우 착화부분의 용융과 더불

어 구획화재와 같은 내부연소의 형태를 나타냈다는 결과(13)

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가연물의 겉보기 밀도의 영향이 뚜

렷하게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Figure 11은 겉보기 밀도와 화재감쇠율의 관계이며, 겉보

기 밀도가 높을수록 화재감쇠율도 낮아지는 경향은 있으나 

그 상관관계는 매우 낮다. 프린터의 연소형상에서 연소 후

반부에는 플라스틱의 용융으로 가연물 형태는 크게 변형되

어있기에(13) 겉보기 밀도와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4.4 형태학적 특성으로부터 파라미터의 추정

본 연구에서는 경질 플라스틱 가연물이라도 형태학적인 

분류를 통하여 열방출률 곡선의 모델화 및 일반화를 수행

0

500

1000

1500

2000

2500

0 100 200 300 400 500

F
ir
e

 g
ro

w
th

 s
ta

rt
 t
im

e
 t
0
(s

)

Bulk density(kg/m3)

Black Laser

Color Laser

Color Inkjet

All-in-one type Inkjet

Figure 8. Relationship between bulk volume and fire growth start 
time t0.

y = 3E+12x-6.516

R² = 0.6664

0.00001

0.0001

0.001

0.01

0.1

1

10

10 100 1000

F
ir

e
 g

ro
w

th
 r

a
te

 α
(k

W
/s

2
)

Bulk density ρbulk (kg/m3)

Black Laser

Color Laser

Color Inkjet

All-in-one type Inkjet

Box type

+ Paper 
support type

Paper tray

Figure 9. Relationship between bulk density and fire growth 
rate(1). 

Parameter Ave.(μ) SD(σ) CV μ+σ μ-σ

a 9.3 × 10-4 4.7 × 10-4 0.50415 14 × 10-4 4.6 × 10-4

ad 0.7 × 10-4 0.4 × 10-4 0.66881 0.2 × 10-4 1.1 × 10-4

HRRmax 154 71 0.4607 225 83

max ´ 264 185 0.7018 450 79

Table 2. Parameters Used in the Model (type1)

Parameter Ave.(μ) SD(σ) CV μ+σ μ-σ

a 0.6 × 10-4 0.1 × 10-4 0.19748 0.8 × 10-4 0.5 × 10-4

ad 0.2 × 10-4 0.1 × 10-4 0.27020 0.2 × 10-4 0.3 × 10-4

HRRmax 144 28 0.1953 173 116

max ´ 848 307 0.3614 1155 542

Table 3. Parameters Used in the Model (type 2)

y = 6.5781x - 1449.8
R² = 0.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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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각각의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를 4.2절의 Tables 2

와 3에 나타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가연물 조사(9-10)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소재 단위 및 가연물 단위의 

연소 특성은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임으로 본 연구에서의 

일반화 결과는 활용이 가능하다. 만일 조사 대상이 되는 공

간에 본 연구에서 수행된 유사한 형태와 크기를 갖는 경질 

플라스틱 가연물이 배치되어 있다면, 형태 및 재질에 따라 

구분하여 상기의 Tables 2와 3에 나타낸 파라미터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4.3절의 Figures 9~11까지의 그래프에는 모델화에 

필요로 하는 각 파라미터를 겉보기 밀도와의 관계로서 나

타냈다. 가연물 조사 과정에서 가연물의 외형 치수(수평투

영면적과 높이)와 초기 중량까지 측정된 경우에는 각 그래

프에 작성된 근사식을 이용하여 모델화에 필요로 하는 파

라미터를 직접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정확한 열방출률 

곡선의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화재감쇠율의 경우 겉보

기 밀도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았으나, 화재 위험성의 측

면에서 중요한 파라미터는 아니기에 개의치 않고 적용해도 

무방하다. 한편, 열방출률 곡선은 실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실험식으로써 수평투영면적 0.103~0.327 m2, 높이 0.099~ 

0.561 m, 겉보기 밀도 241.6~427.9 kg/m3의 범위에서 적용 

가능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질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가연물(프린

터)을 이용하여 수행된 연소실험의 열방출률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서의 열방출률 곡

선 모델링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1) 목재 가구의 연소실험을 기초로 작성된 Natori의 모델

에 경질 플라스틱 가연물의 열방출률의 적용한 결과 연소

특성이 잘 반영된 모델화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2) 주된 재질이 경질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가연물이라 

하더라도 열방출률 곡선은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기

하학적 특성에 따라 가연물을 분류함으로써 열방출률 곡선 

모델을 일반화하여 나타냈다. 또한 일반화로부터 얻어진 

열방출률 곡선의 파라미터를 제시하였다.

3) 외형의 수치(수평투영면적 및 높이)와 초기 중량 결과

를 이용하여 모델화에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를 직접 얻을 

수 있도록, 모든 파라미터에 대하여 겉보기 밀도와의 상관

관계로서 나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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