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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에서는 CFAST, COMPBRN IIIe, FIVE 및 MAGIC 총 4가지 Zone-Type 

화재모델의 주요 특성에 관해 요약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의 표 1 및 2는 4가지 코드를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CFAST와 MAGIC은 임시 저장물의 질량 보존 (Transient Mass 

Conservation) 및 다양한 압력 에너지 보존 법칙(Pressure Energy Conservation 

Equation)을 사용하여 다중 격실(Multi-Compartment) 및 다중 화원(Multi-Fire)

을 다루며, COMPBRN과 FIVE는 질량 및 에너지 보존을 위해 비교적 간단한 

quasi-steady equation을 사용하여 단일 격실 및 단일 화원을 다룰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다. 

CFAST와 MAGIC의 경우 다른 두 가지 코드보다 화재 성장 및 확산 측면에서 여

러가지 변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CFAST와 MAGIC의 경

우 정확성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른 모델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다른 모델은 Plume/Ceiling Jet Sublayer를 고려하지 않는 

두 개의 Zone을 평가할 수 있는 반면, FIVE 방법론은 Plume/Ceiling Jet 

Sublayer를 고려한 한 개의 Zone을 평가할 수 있다. Two-Zone Model에 

Plume/Ceiling Jet Sublayer를 고려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우수하겠으나, 아직 

Two-Zone Model 중 어느 것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MAGIC의 경우 이

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차이점도 논의의 대상일 것이다.  예를 들면 화재구역 경계로의 열 전달 처

리시 어떤 모델에서는 일정한 열적 성격을 지닌 slab로 열 전달 되는 것을 일차원

으로 계산하는 반면에, FIVE 방법론에서는 사용자가 열 손실 변수를 지정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계에 전달되는 열 전달을 계산하는 것은 열 전달로 

인한 경계면의 영향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공간 내 장치

에 전달되는 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모델은 사용자에게 화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

며, 이는 모델을 통하여 중요한 현상의 모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화재 예측과 

결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모델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 불확실성은 대체적으로 화재 점화원의 

불확실성 보다는 크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화재 점화원은 화재모델링의 결과

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화재는 많은 경우에 화재구역 내의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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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현재 화재 모델링의 기술 

수준은 화재 성장을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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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화재사건은 원자로 정지를 유발함과 동시에 안전 정지 또는 

사고 완화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기기를 동시에 손상시킬 수 있어 원자력 발전

소의 안전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화재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화재방호는 화재의 위험과 이로 인한 안전 관련 기기의 영

향을 고려하여 심층방어개념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발전소는 이러한 심층방어 개념

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건설 및 운영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점화원과 가연성 물질

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라면 언제라도 발생이 가능하며 원자력 발전소도 예외가 아

니어서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EPRI)에서 발행한 미국 원전의 화재경

험 데이터인 NSAC-178L[1]에 의하면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화재가 10년의 원자로 운전 연수에 약 3.6회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비록 대다수의 화재사건이 발전소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

모 화재였으나 일부 사건은 발전소 안전성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사

건이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재사건의 중요성은 실제 경험뿐만 아니라 국내외 원자력발전

소에 대한 화재사건 분석을 통하여 인식되고 있는 사항이며, EPRI 화재경험 데이

터에서 언급되고 있는 발전소들에 비하여 보다 강화된 화재방호 기준을 설계 단계

에서부터 반영한 표준 원전의 경우에 있어서도 화재사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원전

에서의 화재사건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전 화재방호의 중요성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고유의 화

재사건에 의한 노심손상빈도를 계산하고 설계 취약점에 대해서는 설계 개선 대안

을 제시하기 위하여 화재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전출력 운전시의 화재사건 분석은 화재 

PSA 방법론을 사용하며 이는 EPRI의 Fire PRA Implementation Guide[2]와 비교

할 때 분석 과정상의 차이는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화재사건 분

석시 각 화재구역별로 화재로 인해 변화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화재 사고의 특성과 결과를 화재발생, 성장 그리고 전파 등의 항목으

로 정성적인 모델을 구축하여야 하며, 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기

의 주변 시간별 온도 및 열량 변화를 모사하여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위험도 정보/성능기반 화재 방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

생 가능한 화재 사고의 특성과 결과를 화재 발생, 성장 그리고 전파 등의 항목으

로 정성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화재 모델을 개발 중이거나 기존의 화재모델



 

   ８

의 능력을 재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 모델는 전산유체역학 모델(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 과 zone model 두 가지로 분류되며, 많은 응용분야에서 Zone Model이 합

리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Zone Model은 화재 

PSA와 화재 위험도 평가(Fire Hazard Assessment: FHA)에 일부 사용된 바도 있

으나, 아직은 전산 코드의 입증 문제와 그 결과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부족한 관

계로 응용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제까지 화재 PSA에서는 FIVE 방법론[3]이나 COMPBRN 전산코드[4]를 이용

하여 화재 시나리오별로 열적 환경을 예측하였으나, FIVE나 COMPBRN은 화재의 

다양한 실제적인 복잡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미국 전력연구원에서 추천하고 

있는 Zone Model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향후 화재 PSA 수행

시 본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각 화재구역의 화재 발생, 성장 및 전파를 보다 현

실적으로 모의함으로써 화재 PSA 결과값인 각 화재구역의 노심손상확률의 불확실

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 화재모델링의 정의 

제1절 화재 모델링의 정의와 필요성 

1. 화재 모델링의 정의 

모델은 어떤 대상에 관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개념적으로 분석

한 결과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이는 자연계의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을 쉽게 이해

하고 이를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즉, 어떠한 대상 (예, 자연 현상)

을 분석하고 단순화시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시뮬레이션은 수학적인 방법으로 수행되는 모델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모

델링이 유용되고 있는 분야는 거의 현존하는 모든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광범

위하며, 물론 화재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화재 모델링은 구체적인 조건에서 화재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의 결과를 예

측하기 위한 계산 도구의 사용을 의미한다.  이는 화재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나 시뮬레이션은 모델링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모델링이 좀 더 넓은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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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화재 현상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며,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

재 모델링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 상호간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한 많은 예측 

수식으로 구성된 모델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델은 화재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예측해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이에 대한 응용은 화재와 화

재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2. 화재 모델링의 필요성 및 응용 분야 

넓은 의미에서 화재 모델은 화재로 인한 빌딩 또는 공간 내부의 환경이나, 화재 

감지 및 진압 시스템이 관계되는 화재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다.  사실 화재 모델링의 필요성은 그 응용 분야에서 시작되며, 화재 모델링이 주

로 응용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화재의 재현 

화재모델은 추정 또는 시나리오에 의하여 제시된 화재의 지속 시간 동안에 일어나

는 사건들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화재 지속 시간 동안의 정보와 물리적 

증거, 그리고 믿을 만한 목격자의 증언에서 화재 현장에서 일어났던 현상과 조건

을 재구성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발생 현상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가설이 성립되면 그 가설 중 어느 것이 유력한가를 알아볼 수 있다.  화재의 

정황에 가장 근접한 가설을 선정하게 되면 화재의 원인과 연소 확대의 원인을 공

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나. 화재 실험 결과의 정확성 판단 

소방 관련 제품의 시험 결과나 소방 관련 시스템과 그 배치의 적절성에 대한 데이

터를 얻기 위하여 실제 상황을 조건으로 하는 화재 실험이 실시된다.  실시된 실

험에서의 결과를 실제로 사용하려고 할 때 종종 실험이 수행된 상황 및 수행 목적 

등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화재 모델링은 실험과 실제 원하

는 상황과의 차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먼저 실험의 상황에 정확하

게 부합하는 경우를 모델에 입력하여 수행하고 모델의 결과가 실험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알아 본다.  모델과 실험 결과의 비교에서 모델의 예측 결과 

뿐만 아니라 실험 결과의 부정확성과 불확실성의 정도를 사용자는 알고 있어야 한

다.  실험 결과에 대한 재현이 신빙성 있게 이루어졌을 경우 실험과 실제 목적하

는 상황과의 차이를 이루는 변수와 조건을 모델에 대입하여 원하는 결과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모델의 사용은 사건이나 실험에 대하여 구성된 가설이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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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화재 실험의 경우 그 조

건을 가지고 미리 실험의 결과와 과정을 예측해 볼 수 있어 과연 실험의 조건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 실험의 다른 안에 대한 검토를 미리 해 볼 수도 있다.    

다. 화재 위험성의 예측과 평가 

화재 위험성은 예상되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처음

에는 예상되는 최대 규모의 화재에 대한 경우나, 혹은 검토가 필요한 세부적인 경

우이든지 간에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요구된다. 

모든 조건은 정해져야 하며, 모델은 온도의 상승, 연기층의 깊이, 연기의 유독성, 

전실 연소(Flashover)와 같은 위험한 조건, 진압 장치의 반응의 예측을 수행하도

록 동작되어야 한다.  화재 모델링은 대상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

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화재의 성장과 전파 경로 등에 대하여 정보

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소방 시설의 설치와 인명 피해에 관한 사항을 결

정할 수 있다.  또한 소방 엔지니어는 설계 중이거나 혹은 사용 중인 건물을 대상

으로 하여 화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중에서 만약 화재가 건축물에서 발

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화재가 성장하고 어떠한 경로로 전파되며 이에 대비 되어 

있는 소방 시설은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어 화재에 대한 대책의 효

율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라. 성능기준 화재 안전 설계에의 응용 

최근 몇 년 동안 화재소방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

는 분야는 바로 성능기준 화재 안전설계와 규정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재의 인적 및 물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성능기준 화재 안전체계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인 성능기준 화재 안전설계와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체계인 성능기준 화재안전규정이 있다.  여기에서 성능

기준 화재 안전 설계라 함은 건축주 및 이해 당사자들의 보호 우선 순위를 포함하

는 설계 목적을 정한 후 화재 및 폭발 현상 등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합리

적이고 경제적인 화재 안전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의 소방시설의 설계와 관련 규정은 사양 중심(Prescriptive-based)의 체계로 

되어 있다.  사양 중심 체계란 법의 세부적인 지침과 기술 고시에 의해서 설계하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방시설의 경우 설계에 소요되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지어 놓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사양 중심의 규정은 19세기에 발생되었던 여러 대형 화재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

로의 대규모 화재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다.  그 후 지금까지 발생된 화재

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경험을 오랜 세월동안 축적하여 발전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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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현재의 소방 관련 규정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과학 및 기술의 성장과 함께 화재의 여러가지 물리, 화학적 

현상들이 규명되었으며, 최근에는 화재의 성장과 전파 등을 거의 실제에 가깝게 

예측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종래의 화재에 대한 경험으로 이루어

진 사양 위주의 설계보다는 모델링과 같은 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하는 새로운 체계

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현재 소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성능기준 화재 안전설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를 법 체

계에서 수용하기 위한 성능기준 화재 안전규정에 대한 연구와 개발도 이루어졌다.  

현재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준

비가 완료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 중에 있다. 

소방 선진국들이 성능기준 화재안전 규정을 자국에 도입하여 실행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사양 준

심의 법 규정은 법 규정에 의하여 모든 사항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안전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비하여, 성능기준 화재안전 규정은 목표에 도달해야 할 안전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확실한 화재 안전의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로서, 기존의 사양 규정은 대상 구역의 용도나 

특성에 의하여 요구되는 소방시설의 수준이 어떤 곳은 너무 과도하게, 어떤 곳은 

너무 부족하게 설치된다. 결국 과도한 설계를 적정하게 바꾸게 되면 경제적인 이

익을,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면 화재 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상기 두 

사항 이외에도 날로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융통성 있는 소방시

설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능기준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능기준 화재안전 설계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은 바로 화재 모델링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화재모델의 종류 및 특성 

1. 모델의 분류와 특성 

모델링은 과학과 공학의 연구에서 고유한 부분이며 화재에 대한 모델링의 응용은 

이를 전문적으로 기술한 책이 1960년에 최초로 출간되었을 정도로 화재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만큼이나 오래 되었다.  20세기 

초 발생한 두 번의 세계 대전 동안에 이루어진 물리, 화학 등의 기초 과학 분야와 

전기, 기계 분야 등과 같은 응용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은 화재공학 분야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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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화재 모델링의 발전은 이와 더불어 컴퓨터의 발

전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컴퓨터의 용량이 발전할수록 처리 용량이 많아지고 

계산의 속도가 빨라져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수식과 각각의 상호 연관성에 대

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하여 화재 모델링은 컴

퓨터 화재 모델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화재 모델은 

이전의 화재 모델의 기본적 원리와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단지 좀 더 복잡한 계

산과 큰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화려한 그래픽을 제공하고 다

양한 상황에 대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다.  

화재 모델이 여러가지 종류로 발전하게 된 것은 화재 안전 분야의 발전으로 다양

한 분야에서 화재 모델의 사용을 필요로 하게 되어 필요성에 맞는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새로운 이론이나 기법의 출현으로 이를 모델에 도입하는 과정

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화재 모델은 먼저 물리학적 모델과 수학적 모델로 분

류가 되며 수학적 모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Zone Model과 Field Model이 여

기에 포함된다. 

가. 물리학적 화재 모델 (Physical Fire Models) 

물리학적 모델링은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물리적 조건을 간략화 하여 재현하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물리학적 모델은 단지 축소된 물리적 스케일에서 실험을 행하

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델에서 스케일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화

학적 및 열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축소시키는 스케일 모델은 Gas-

Phase 모델과 Salt-Water 모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축소 모델

(Reduced-Scale Model)은 실제 실험을 실시하기 어려울 때 실시하는 것이나,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대상을 물리적인 조건만 단순화하는 실제 화재 모델(Full-

Scale Model)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델들은 보통 표준 화재 실험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나. 수학적 모델 (Mathematical Fire Models) 

물리학적 모델과 구분되는 수학적 모델은 실제 현상을 실험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

니라 수학적 계산에 의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물리학적 모델이

나 수학적 모델은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매우 깊은 관계가 있

다.  다시 말해 수학적 모델은 물리학적 모델의 수행 결과를 토대로 개발 및 보완

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물리학적 모델의 수행 결과와의 비교에 의하여 검증된다.  

수학적 모델은 확률론적 모델과 결정론적 모델로 나뉘어진다.  각 모델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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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론적 모델 (Deterministic Models) 

결정론적 모델은 물리적 및 화학적 표현에 기초한 수학적 관계식에 의하여 구획 

화재에서 발생되는 현상의 과정 또는 수반 현상을 묘사한다.  여기에는 실내 화재 

모델, 컴퓨터 화재 모델 및 수학적 모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델은 컴퓨터의 

최대 용량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물리학적 요소들이 화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결정론적 모델은 크게 Zone Model, Field Model, 특수 목적 

모델(Special Purpose Model) 및 결합 모델(Combined Model) 등이 있으며, 이외

에도 피난 모델(Evacuation Model), 산불 모델 (Wild Fire Model) 그리고 Hybrid 

Model 등이 있다.  

가) Zone Model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그 현상이 매우 복잡하여 수학적으로 해석하기가 용이

하지 않다.  구획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획 내부는 화원에서 화염 위로 

분출되는 연기와 같은 연소 생성물이 이루는 연기 기둥(Fire Plume)이 있고, 이 

연기가 상부에 부력을 가지고 축적되어 형성되는 고온의 상부 가스층과 하부의 저

온층으로 구분된다.  각각을 검사 체적(Control Volume) 또는 영역(Zone)으로 하

여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에 따라 해석해 내는 것이 바로 Zone Model이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화재 모델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규모 공간에의 적용이 어렵

다는 단점도 있지만 사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 Field Model 

하나의 다른 형태의 결정론적 모델은 Field Model 혹은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이라고 부른다.  이 모델은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에 관한 기초 식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 식을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구획을 작은 육면체인 3차원 격

자로 나누며 각 셀의 물리적 조건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계산한다.  화재 안전공

학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Field Model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계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ield Model에 의하여 제공되는 유체 흐름과 

열 전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기 흐름의 영향, 복잡한 기하학적 위치 및 멀

리 떨어진 곳으로의 연기 이동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Zone 

Model에서 거의 불가능한 복잡한 구조의 공간이나 대공간, 또는 터널에서의 열과 

연기의 유동에 관한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컴퓨터 연산능력과 기반성능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Field Model의 대부

분이 일반 PC에서 수행되도록 제작되고 있다. 또한 고가의 상업용 모델도 있지만, 

미국 NIST에서 무료로 배포중인 FDS도 있다. 

그러나 CFD를 기반으로 하는 Field Model은 그 예측 및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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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모델에 대한 제한사항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다) 특수 목적 모델 (Special Purpose Models) 

특수 목적 컴퓨터 모델은 구조물의 화재 내화도, 열감지기와 스프링클러의 반응 

시간 예측,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계, 제연설비의 성능과 같은 특수한 목적의 분

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이들 모델은 일반적인 화재 모델이나 다른 특

수 목적 모델과 조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라) 결합모델 (Combined Models) 

결정론적 화재 모델 중 최근에 발전된 것으로 결합모델 또는 Model Suites라고 

한다.  이 들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FIREFORM과 HAZARD I이다.  결합모

델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가지 모델을 포함하고 있으며 작동이 가능하다.  

각 모델은 Zone Model, 피난 모델 및 공학적 계산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결합 모델은 거의 대부분 Zone Model로 알려져 있으며, 화재 모델

링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마) 피난모델 (Evacuation Model) 

피난모델은 대상 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재실자들의 피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다.  특히 건물 설계 시 피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예를 들면 문의 넓이, 

복도의 폭, 피난 동선, 피난 계단의 용량과 거리, 정체 부분과 같은 구간 정보를 

알 수 있어 설계의 적절성을 검토해 줄 수 있다. 

바) 산불모델 (Wild Fire Models) 

산 또는 숲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측해 보기 위한 모델이다. 미국이나 호주 등 

대규모 숲과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국내에서도 강원도의 대규모 산불과 같은 일이 일어난 바 있다.  아직 많

은 모델이 개발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모델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사) 확률론적 모델 (Probabilistic Models) 

확률론적 모델은 화재 성장의 여러 단계를 다룬다.  이 모델들은 상 변환 모델을 

포함하며 여기에서의 수학적인 법칙은 하나의 연소 현상으로부터 다른 현상으로의 

변환을 이행한다.  예를 들면 점화로부터 연소까지의 단계를 의미한다.  확률은 적

절한 실험 데이터와 화재 사고 데이터를 기초로 각 변환점을 할당하여 결정하며, 

이러한 모델들은 화재의 과정에 관련된 화학적, 물리학적 공식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  확률론적 모델링은 위험성 평가를 위한 화재 위원회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

함을 인정하고 있다.  확률론적 모델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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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twork Models 

하나의 화재 성상에서 다른 성상으로의 전환과 화재 진압, 수동적 화재 방어 등을 

화재의 성장에서 고려하는 네트워크 모델은 기존의 데이터나 기술적 또는 공학적

으로 평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지정하는 확률에 의하여 수행된다. 

(2) Statistical Models 

통계적 모델은 과거의 사고 데이터로부터 발생 확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의 확률을 구축할 만큼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3) Simulation Models 

Simulation Model은 다른 조건들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는 다른 물리학적, 확률론적 그리고 결정론적 모델을 이용하여 일련의 

조건들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2. 대표적인 화재 모델링 

가. Zone Model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상부의 고온층과 하부의 저

온층으로 나누고, 상호간의 관계를 수학적 공식들로 해석함으로써 이에 의하여 수

반되는 여러가지 현상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Zone Model이다. 

실내 또는 구획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현상은 매우 복잡하다.  즉, 공간 

내부에서 연소 현상이 일어날 경우 이에 관계되는 변수는 상당히 많으며, 이를 모

두 포함하여 해석하기란 쉽지 않는 일이다.  이를 해석하기 위하여 화재 거동을 

개념적으로 단순화하게 된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다시 말해 구획이 되어 있는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에서 전실 연소 (Flashover) 까지는 대체로 상

부의 고온층과 하부의 저온층이 존재하게 된다. 화재에서 생성되는 연기와 같은 

연소 생성물들은 기체 부피의 팽창으로 밀도가 주위보다 낮아 부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고온의 가스들은 화염에서 연기 기둥(Fire Plume)을 형성하여 상부로 올라

가게 된다.  이러한 고온의 가스는 천장면에 부딪히며 천장 열기류 (Ceiling Jet)을 

형성하고 난 뒤에 일반적인 대류 현상과는 달리 가지고 있는 부력으로 인하여 천

장 부근에 축적되기 시작한다.  이 때 고온의 가스로 이루어진 층이 공간의 상부

에 형성되며, 하부에는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공기층이 하부에 존재하게 된다.  

Zone Model은 화재시 공간 내부의 환경 변화를 이러한 상부의 고온층과 하부의 

저온층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물리, 화학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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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하나의 열역학적인 검사 체적 (Control Volume)으로 정하고 질량과 에

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관계와 시간에 따는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

하는 모델이다.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물리, 화학적 공식이나 실험을 통해 얻

은 경험식들을 해석하여 여러가지 관련 현상을 예측한다.  일반적으로 화재 모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인식되는 모델이 바로 이 Zone Model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개발의 역사가 오래 되었으며, 모델의 특성상 엄청난 연

산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저성능 컴퓨터에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이 낮았을 때, 286 및 386 CPU가 장착된 컴퓨터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을 무렵부터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이 DOS용으로 제작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가의 하드웨어 장비를 요구하지 않아 화재 모델을 일반에게 무

료로 보급하고 있는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 Technology)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Zone Model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또 하나의 

화재 모델인 Field Model은 그 가격만 해도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을 하며,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들도 수 천만원을 하는 워크스테이션이나 슈퍼 컴퓨

터들이라서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사용할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다.  최근 들

어 일반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버전들이 개발되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하나는 사용의 용이함이다.  Zone Model은 화재 역학과 화재 모델에 대한 

이해를 지녀야 하며, 사용 모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있겠으

나, 비교적 단시간의 교육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말한 바와 같

이 저성능의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화재 관련 분석자들은 Zone Model을 주로 사용하

였으며, 그 결과로 인해 화재 모델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Zone Model은 소규모의 공간 화재에서는 매우 뛰어난 예측 능력을 보여 

주지만, 대공간에 대해서는 정밀도가 떨어지게 된다.  모델의 특성상 그렇지만 장

애물이 있는 복잡한 구조의 공간이나 쇼핑 건물 또는 체육관 같은 대형 공간에서

의 열과 연기의 거동은 정확하게 예측하지 어려우며, 특히 부분적인 기류의 변화

나 온도의 분포를 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Zone Model은 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공간을 대상으로 사용이 되며, 이런 공간의 화재에 대해서는 매우 뛰어

난 예측 능력을 보여 주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대상 특성에 맞는 

화재 모델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나. Field Model 

Field Model은 전산 유체 역학적 모델(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이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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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2차원 또는 3차원 격자로 나누고 각 Vertex와 이로 이루어진 Cell의 물리

적 조건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하여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에 관한 기초 식을 해

석하는 것이다. 

대상을 점과 점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

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중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한 요소 해석 

(Finite Element Method)이다.  이러한 방식은 건축물의 구조 해석이나 금속체의 

변형을 해석하는데에도 사용되며, 유체 역학 부분에 도입되어 수계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열의 전달과 물질의 이동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해석하게 되었다.  전산

유체역학은 그 응용 분야가 매우 넓다.  항공기의 날개와 동체의 설계, 자동차의 

공기 저항력 예측, 배의 설계 같은 부분에 사용되고, 잉크젯 프린터 잉크 방울의 

정밀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에도 응용이 된다.  물론 대기 중의 가스 확산과 같은 

환경 분야와 가스의 폭발, 누출과 같은 안전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건축 분야에서

는 건물 내부의 환기 시스템이나 냉난방 시스템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

고 있다.  이렇게 폭넓은 적용 범위를 가지는 것이 전산유체역학 분야이며, 화재 

분야로 응용된 것이 바로 Field Model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Field Model은 사

실 화재 전용 모델이라기 보다는 상용 전산 유체역학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Field Model은 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Cell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므로 각 

부분에서의 온도와 기류의 속도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열의 분포 및 기류의 흐름

도 알 수 있어 대공간에서의 연기의 이동과 열전달을 해석할 수 있으므로, Zone 

Model에서 분석하기 어려웠던 공항터미널, 체육관, 항공기 격납고, 터널 및 쇼핑 

센터와 같이 다양한 부분에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Field Model의 사용은 현재 두 가지 선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범용 열 

유체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화재전용으로 구성된 모델

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 이외에도 고가의 워크스테이션

이나 슈퍼컴퓨터 같은 장비가 필요하였으나, 최근 컴퓨터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상

승하여, 일반 PC에서도 구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범용 해석 프로그램이나 화재전용 모델은 가격이 워낙 높아서 일반인들이 사용하

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 NIST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FDS는 

공개용이면서도 비정상 열유체 유동인 화재전용으로 구성된 Field Model이기 때문

에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 피난 모델(Evacuation Model) 

화재 모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화재 현상의 시뮬레이션, 그 자체만을 생각할 



 

   １８

수도 있으나, 넓게 생각하면 화재로 인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여러 

종류의 모델을 포함할 수 있다.  사실 화재 모델의 대부분은 피난과 직접 혹은 간

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피난 모델은 직접적인 화재 현상을 다루지는 않으나 

화재로부터 피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어 왔으며, 건물의 설계 시 인명의 대

피를 위한 고려가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의 피난 모델은 주로 네트워크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여 수 계산으

로 수행하거나 이를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에 의하여 수

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모델들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여 적용, 개발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건축 도면 제작에 주류를 이루는 CAD 파일을 직접 읽어 들이고 건

축물의 용도에 맞게 예상되는 인원들을 분포시켜 그 피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 

보는 모델들이 속속 개발되어 상용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장 Zone Model의 사용 

이 장에서 다루는 화재 모델은 CFAST(Consolidated Fire Growth and Smoke 

Transport)이다[5].  CFAST는 화재 발생시 건물에서의 화재와 연기의 전파를 계

산하는데 사용되는 Zone Model이다.  CFAST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는 이미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과 모델의 가정과 제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모델의 가정과 제한 사항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

요하다. 

모델을 사용함에 있어서 한계나 제한 범위를 모르고 사용하게 될 경우, 첫째는 목

적에 따른 화재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사용할 모델을 잘못 선택할 수 있고, 둘째

는 잘못된 모델 선택으로 인해 신뢰성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화재 위

험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화재는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큰 편

은 아니지만, 발생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잘못된 분석 결과

로 화재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거나 설계에 분석 결과를 반영할 경우 엄청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재 모델링 프로그램을 다루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 다시 말해 화재 역학에 대한 지식이 없고 화재 

모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화재 모델링을 수행

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적 판단과 조언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화재 위험성의 

감소가 아닌 증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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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CFAST의 특성 

1. 모델의 특성 

CFAST 모델은 층(Layer)이라고 하는 체적 단위(Control Volume)로 나뉘어지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Zone Model 또는 유한 요소 모델 (Finite Element Model)

이다.  CFAST에서 각 공간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화재 발생 당시 조건에 의하여 

상부층 (Upper Layer)와 하부층 (Lower Layer)인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며, 하나

의 층 안에서 열, 연기 및 가스의 농도는 모두 같다고 가정하며, 이는 전형적인 

Zone Model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CFAST 모델은 이상 기체 방정식과 에너지, 질량 및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유도된 시간의 증가에 따라 계산되는 수식들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델에 의하여 생기는 실수는 이들 수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

기 어려운 모델 내에서의 처리 과정 그리고 상황을 단순화 하기 위한 가정들 때문

에 발생하게 되며, 때로는 사용자의 입력값 오류로 인해 발생되기도 한다. 

2. 가정사항 

CFAST에서 화재 또는 화원은 일정한 비율로 방출되는 연료를 근원으로 한다.  

이 연료는 연소가 되면서 생성되는 엔탈피와 질량으로 변환된다.  이 모델에서는 

원래 독립적으로 한 개 이상의 방에서의 화재 발생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나 FASTLite에서는 하나의 화재 발생만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현재 

개발된 다른 Zone Model과 같이 CFAST 모델도 화재 성장을 예측하기 위한 열분

해 모델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FASTLite의 화재 관련 설정에서 시간에 따른 화

재의 특성은 열 방출율의 변화를 입력하는 부분에서 입력되며, 열 분해율도 사용

자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실제 화재에 대하여 입력값이 

얼마나 실제값들과 유사한가의 정도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결정하게 된다. 

3. 연기 기둥 (Plume)과 층 (Layer) 

연소가 되는 물체의 위에서 형성되는 연기 기둥은 층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지 않으

며, 하부층으로부터 상부층으로 질량과 엔탈피를 공급하게 된다.  CFAST에서는 

연기 기둥에 대하여 층 사이를 이동한 질량의 합계라고 정의하며, 각 공간 사이와 

층 사이에서 엔탈피와 질량이 이동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공간 

안에서는 연기 기둥이 그 역할을 하며, 다른 하나는 문이나 창문 같은 개구부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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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화재모델링 코드 특성 비교 

제1절 개 요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형태의 화재모델 (FIVE, CFAST, COMPBRN 

IIIe 및 MAGIC)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모델은 모두 Zone 

Model이다. 

현재 미국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에서는 새로운 기준

(NFPA 805)인 Performance Based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or Light Water 

Reactor Electric Generating Plants[6]을 개발하였다.  최근 화재 안전 분야에서

는 성능기준 화재 안전 설계(Performance-Based Fire Protection Design)의 도입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원전 화재방호 분야에도 마찬

가지라 할 수 있으며, 원전의 화재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소 화재 방호를 위한 성능 기준 방법론(Performance-based Method)의 개발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성능 기준 평가방법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화재현상의 예측이다. 화재공학과 컴퓨

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현재 공간화재 현상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현상을 정량적으로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분석, 평가하고 

이에 대한 방어의 개념으로서 화재 안전 시설들을 설계하거나 대처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것이 성능 기준 평가방법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화

재 모델링의 사용은 화재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 발표되어 사용되는 여러 화재모델들의 특성 및 적용범위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 안전에 대

한 여러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2절 배경 

현재 미국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위험도 정보/성능기준 화재 안전 프로그램 (Risk-

Informed/Performance-Based Fire Protection Program)을 도입하여 수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요구조건 중 한 가지는 발

생 가능한 화재 사고의 특성과 결과를 화재발생, 성장 그리고 전파 등의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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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 부분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대체로 전산유체역학 모델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 과 Zone Model 두 가지로 분류되며, 많은 응용분야에서 Zone Model의 

사용이 합리적이라는 결과를 나타내 왔다.  Zone Model은 PRA(Probabilistic 

Risk Assessment)와 화재 위험도 평가(Fire Hazard Assessment: FHA)에 사용 

되어 왔으나, 전산 코드의 입증 문제와 그 결과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아직은 부

족한 관계로 응용 시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요사이 NRC를 중심으로 실제 실험 

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절 코드의 비교 방법 

Zone Model에서 확인하여야 할 기본 사항(Element)은 다음과 같다. 

 검사 체적 (Control Volume)의 정의 

 화재발생구획의 형상 (크기, 위치 및 공간에 관한 성질 등) 및 구역 경계 물질

을 포함한 대상구획의 특성 (Enclosure Features, including Geometry and 

Boundary Materials) 

 환기 조건 (Ventilation Conditions) 

 화재 발화원 및 연소 과정 (Fire Sources and Combustion Process) 

 화재 연기 기둥 및 천장 열기류 (Fire Plumes and Ceiling jets) 

 목표물 노출 및 반응 (Target Exposure and Response) 

 

본 장 4절에서는 화재모델링 방법에서 상기와 같은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를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제4절 각 코드 별 특성 비교 

1. 소개 

많은 전산 화재모델은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위험도와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

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1992년 Friedman은 Fire and Smoke-Related Computer 

Model을 개선하여 국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였으며, 빌딩화재에서 다른 형상

을 나타내는 62개 모델에 대해 각 모델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62개의 모델은 좀 

더 상세한 검사 체적(Control Volume) 또는 Zone Model을 통한 분석으로부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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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전산유체역학(Complex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또는 Field Model 

까지를 포함하며, 화재구역 내 화재의 다양한 형상을 다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각의 모델은 공통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바로 가상의 화재가 발생하

였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여 평가한다는 것이다. 

정량적인 화재 위험 평가 (Fire Hazard Assessments)는 대표적으로 다음 두 단계

로 구성된다. 

 

 대상이 있는 지역의 화재로 인한 노출 조건(Exposure Conditions)을 계산 

 화재로 인한 조건에서 화재 목표물의 반응(Response) 계산 

 

목표물 반응(Target Response)은 종종 직접 계산되기 보다는 화재에 기인한 노출 

조건(Fire-Induced Exposure Conditions)으로부터 추론된다.  목표물 노출이 어떤 

추론이나 계산에 의해 결정되든지 간에 목표는 항시 다른 화재 시나리오 별로 화

재 발생에 따른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화재 목표물에서의 화재 발생으로 인한 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화재 발생원(Fire Source)의 열 및 연기 방출률 경험값 (Heat and Smoke 

Release Rate History) 

 화재 발생원에 관련된 목표물 위치 

 화재구역의 형상 및 열적 반응 특성 (Enclosure Geometry and Thermal 

Response Characteristics) 

 환기 조건 (Ventilation Conditions) 

 

대체적으로 각기 다른 모델은 상기 변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대상을 선정된 4가지의 Zone Model인 Five Induced Vulnerability 

Evaluation (FIVE) 방법론, CFAST, COMPBRN IIIe 및 MAGIC의 주요 특성에 대

해서 정리하였으며 상호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많은 표에서 각 모델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표를 통해 각 모델의 특성 중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 수 있도록 하

였다.   

2. 화재모델 

상기 설명한 4개의 모델은 모두 Zone Model이다.  Zone Model에서 각 방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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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역(Compartment)로 구성되며, 각 구역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열역학적 

검사 체적(Thermodynamic Control Volume)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출발

한다.  검사 체적의 상태 조건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검사 체적에 대해서 에너지 

및 질량과의 평형 관계론이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Zone Model은 각 구역

(Compartment) 당 상부 고온 가스층(Upper Hot Gas Layer)와 하부층(Lower 

Layer) 두 개의 검사 체적으로 구성되며, 이는 각각 서로 다른 열적 불연속성

(Thermal Discontinuity)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념은 실제 화재구역 화재 시 

관측되고 측정된 결과에 근거한다. 

화염으로부터 발생된 부유성 가스는 와류 형태로 천장으로 올라가 천정을 따라 수

평이동 하게 된다. 이 천장류는 고온 가스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수직 벽체를 따라 

하강하게 된다. 이 고온 가스층은 고온 가스층으로 가는 mass in-flow rate와 hot 

gas layer로부터 나오는 mass out-flow rate사이에 균형이 생기게 될 때까지 화재 

발생 구역 내에서 하강을 계속 한다. 이 균형은 공간에서의 기계적인 환기뿐만 아

니라 구역과 인접한 공간 사이에서의 환기구 크기와 위치에 좌우된다.    

많은 구역 화재의 경우 연기 기둥(Plume)이 고온 가스층을 상승 통과하면서 연기 

기둥에 의해 발생되는 난류 혼합 또한 고온 가스층에서 상당히 균일한 온도, 연기 

및 가스 농도를 발생시킨다. 그러한 환경 하에서 고온 가스층 내에서의 조건의 변

화는 존재하는 평균 조건에 비하여 작다.  결과적으로 고온 가스층에서의 조건은 

평균 조건의 정확성이나 타당성의 큰 차이 없이 아마도 평균 조건의 상태로 형상

화 된다. 이러한 개념이 확실하게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Zone Model 사용은 많은 

화재 시나리오에 대한 화재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는데 유용한 엔지니어링 도구로

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Zone model의 key element는 다음과 같다. 

 

 화재 발생 체적 (Control Volume)의 정의 

 화재구역의 형상(크기, 위치 및 공간에 관한 성질 등) 및 구역 경계 물질을 포

함한 화재구역의 특성 (Enclosure Features, including Geometry and 

Boundary Materials) 

 환기 조건 (Ventilation Conditions) 

 화재 발화원 및 연소 과정 (Fire Sources and Combustion Process) 

 화재 연기 기둥 및 천장 열기류 (Fire Plumes and Ceiling Jets) 

 목표물 노출 및 반응 (Target Exposure an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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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모델은 정확도에서 차이를 가지면서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사항

을 처리한다.  상기 모든 사항이 모든 모델에서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다

른 화재모델은 모델에서 상기 사항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함에 따라 구분된다.  따

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에서 설명한 4개의 모델의 특성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가. CFAST (Consolidated Fire Growth and Smoke Transport) Version 2.0.1 

CFAST는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산하 Building 

and Fire Research Laboratory (BFRL)에서 개발한 Zone Model이다[5].  CFAST

는 다중 구획에서의 화재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구획 화재

와 화재 전파 중에 발생되는 환경 조건(Environmental Conditions)을 정확하게 예

측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 모델은 여러 화재구역에서의 화재 시나

리오 발생 시점의 조건에서 화재 성장 및 연기 거동을 예측한다.  본 보고서를 작

성할 시점에서 CFAST의 가장 최근 버전인 version 2.0.1은 NIST에서 이전에 개

발한 FAST와 CCFM.VENTS 두 가지 모델을 통합한 것이다.       

나. COMPBRN IIIe 

COMPBRN IIIe는 원자력발전소 화재 시나리오 분석 시 화재 성장을 확률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정성적인 Single Compartment Fire Hazard Computer 

Model이다[4].  이 컴퓨터 코드는 주어진 화재 시나리오를 모델링하여 주요 기기

가 피해를 입을 시간을 산출한다.  

이 모델은 변수 불확실성 분포를 위한 불확실성 분석을 자체 코드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이 모델은 활발히 개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상태이다.   

COMPBRN IIIe는 원자력발전소 화재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s: PRAs)에 사용하기 위해 UCLA에서 개발되었다.  이 코드를 사용함

으로써 화재 발생과 주요 기기가 피해 받기까지의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방

법론은 전기 케이블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 주위에서의 환경 조건을 정성적으로 

결정하여 그것들의 열 방출로 인한 환경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안

전 관련 기기가 피해를 입을 시간이 결정된다.   

이 평가는 몇 개 안 되는 특정 주요 지역에서 필요로 하나, 이 분석을 위해서는 

시나리오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개발, 그리고 열 및 질량 이동 현상의 계산 등에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 Fire Induced Vulnerability Evaluation (FIVE) Tables 

FIVE 방법론은 선별 목적으로 수행하는 화재 위험도 분석에 사용되는 반 정량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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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3].  이 방법론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도 기반 화재 취약성 (Risk-Based 

Fire Induced Vulnerability) 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론은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정량적 화재 위험도 분석 기술을 사

용하여 화재 발생원으로 인해 발전소 안전 정지 관련 기기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평가한다.  본 방법론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고려되는 사항

은 직접적인 노출로 인한 피해 또는 공간 내 임시 가연성 물질의 점화로 인한 피해 

등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화재 연기기둥/천 장열기류에 위치한 목표물 (Target Located in the Fire 

Plume/Ceiling Jet) 

 고온 가스층에 위치한 목표물 (Target Located in the Hot Gas Layer) 

 화재 발생원에 근접한 목표물 (Target Located Adjacent to Fire Source) 

 

FIVE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화재 위험도 분석 기술은 Mowrer에 의해 개발되었다. 

FIVE 방법론은 현재 활발하게 개발 중인 것은 아니며 단지 EPRI에서 지원하고 있

는 실정이다. 

라. Magic Fire Code 

 MAGIC 소프트웨어는 현재도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EDF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에서 1985년에 개발한 코드로서 빌딩 내 화재를 모델링 한

다[7].  각 구획은 연기층과 청정 공기층의 두 개의 검사 체적으로 나뉘어지며, 각 

체적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질량과 에너지의 평형은 각 검사 체적에서 가정

되며, 벽면에서의 열 확산식 및 대류 열전달 등을 포함하여 성립된다. 실험 데이터

에 근거한 특정 모델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현상을 특성화 하는데 사용된다.    

 

 화재시 가연물의 열분해 

 열분해된 가스와 연소생성물의 연소 

 각 화원에서의 플럼 시뮬레이션 

 화염, 가스, 연기, 벽과 천정 및 바닥, 주변으로의 대류, 전도, 복사에 의한 열교

환 

 기계 또는 자연 배연 

 각 구획의 개구부를 통한 공기와 연기의 순환 

 열에 의한 기기의 기능정지 및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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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의 복사 특성은 특정 지역 방법론 (Specific Area Method) 또는 연기 소화계

수(Smoke Extinc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여 얻는다.  MAGIC은 또한 신선한 

공기가 갑자기 유입됨으로서 이차 점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산소와 가스농

도를 계산한다. 

EDF에서는 사용자에게 친숙화 하기 쉬운 결과의 2D 및 3D 디스플레이 및 에니

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MAGIC을 개발하였다.  

3. 특성 비교 

여기에서는 4개의 Zone Model의 특징을 표 형태로 비교 평가하였다.  모델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입력 변수를 아래와 같은 8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가. Enclosure Features 

표 1은 모델의 내부 특징 (Enclosure Features)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표에 나타

난 각 특징은 다음과 같다. 

 

 Number of Rooms 

여기에서는 각 모델에서 반영할 수 있는 최대 방 수를 설명한다.  

 

 Number of Floor Levels 

고려할 수 있는 최대 층 수를 의미한다.  단순히 1개의 격실만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에서는 한 층만을 고려할 수 있다.  다중 격실 (Multi-Compartment) 모델 중 

몇 개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한 방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Number of Wall Vents 

분석할 수 있는 최대 벽 개구부의 수를 의미한다.  표 1에서 나타난 ‘M’의 의미는 

다중 배기 (Multiple Vent)가 가능함을 말하나, 그 수는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았다.  

CFAST의 경우 다수의 수평 개구부 및 수직 개구부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

으며, 여기에는 개구부의 넓이 및 높이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Mechanical Ventilation  

모델에서 기계 배연을 처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의미한다.  표 1에서 나타난 

‘Y’는 모델에서 기계 배연을 처리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N’은 그렇지 못함을 의

미한다.  표 3에서는 각 모델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배연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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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Boundary Materials 

구획 내부의 벽, 천정, 바닥면 등의 경계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

낸다.  표 1에서 나타난 ‘D’는 사용자가 경계면 재료 (Boundary Material)와 그것

들의 열적 특성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경계면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US’의 의미는 열적 특성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한 ‘HLF’의 의미는 열손실 인자 (Heat Loss Factor)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를 이

용하여 간접적으로 경계면 재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Number of Fires 

서로 다른 위치와 크기의 화원(Fire Source)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다.  표 1에서 나타난 ‘M’은 다중 화원 (Multiple Fire)이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하나, 고려될 수 있는 화원의 수는 나타내지 않았다. 

 

 Number of Layers per Room 

각 격실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검사 체적의 수를 나타낸다.  만약 1이라면 이는 단

층(Single Layer)이고, 2라면 상부층(Upper Layer) 및 하부층(Lower Layer)을 의

미한다.  이 수는 사용자가 정할 수 없으며, 각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능한 값

을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층(Layer)이라 함은 모델에서 고려될 수 있는 

Fire Plume/Ceiling Jet Sub-Layer와 같은 다른 검사 체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Plume/Ceiling Jet Sub-Layer 

Fire Plume/Ceiling Jet Sub-Layer의 고려 여부를 나타낸다.   표 1에서 나타난 

‘Y’는 모델에서 Sub-Layer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며, ‘N’은 고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CFAST는 다른 계산을 위해서 Sub-Layer를 고려하나, 현재에

는 Sub-Layer 내의 조건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N’으로 표시된다. 

 

 Sloped Ceiling  

이 사항은 경사면 천장 (Sloped Ceiling)을 지닌 구역 내의 계산 가능 여부를 나타

낸다.  여기에서 ‘Y’라 함은 모델에서 경사면 천장을 고려할 수 있음이고, ‘N’이라 

함은 고려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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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Enclosure Features  

PARAMETER CFAST COMPBRN FIVE MAGIC

Number of Rooms 15 1 1 24 

Number of Floor Levels M 1 1 M 

Number of Wall Vents M 1 1 M 

Number of Floor / Ceiling Vents M 0 0 M 

Mechanical Ventilation Y Y Y Y 

Boundary Materials D/US D/US HLF D/US 

Number of Fires M 1 1 M 

Number of Layers per Room 2 2 1 2 

Plume /Ceiling Jet Sublayer N N Y N 

Sloped Ceilings N N N N 

 

나. Conservation Equation 

Zone Model은 검사 체적 내에서의 Mass, Species, Momentum 및 Energy 

Conservation 변화를 계산한다.  표 2에서는 4개의 모델이 어떻게 보존법칙

(Conservation Equation)을 처리하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Mass 

이 변수는 질량 보존 (Mass Conservation)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나타낸다.  표 

2에 나타낸 ‘T’는 모델에서 질량 보존법칙 (Mass Conservation Equation)을 

Transient Form 형태로 처리함을 의미하며, ‘QS’는 모델에서 Quasi-Steady Form 

형태로 처리함을 의미한다. 

 

 Species 

이 변수는 Species Conservation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나타낸다.  표 2에 나타

낸 ‘T’는 모델에서 Species Conservation Equation을 Transient Form 형태로 처

리함을 의미하며, ‘QS’는 모델에서 Quasi-Steady Form 형태로 처리함을 의미한다.  

표 1-4에서는 추적 가능한 Specific Species가 나타나 있다. 



 

   ２９

 

 Momentum 

검사 체적 내에서의 Momentum Conservation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모델 어디

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Momentum Conservation은 단지 Bernoulli’s Equation이 

전통적인 오리피스 유동 이론 (Orifice Flow Theory)에 적용될 경우에 배기시 고

려되어진다.  표 2에서의 ‘B’는 Bernoulli’s Equation을 배기에 적용할 경우에 

Momentum Conservation을 모델에서 처리함을 나타낸다. 

 

 Energy 

Energy Conservation은 모든 Zone Model에서 한 가지 형태 또는 다른 형태로 

다루어진다.  Zone Model은 Energy Conservation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

다.  여기에서 ‘VP’라 함은 Energy Equation에서 압력이 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CP’는 Quasi-Steady Constant Pressure를 의미한다. 

 

표 2  Conservation Equations  

PARAMETER CFAST COMPBRN FIVE MAGIC 

Mass T QS QS T 

Species T QS QS T 

Momentum B B B B 

Energy VP CP CP VP 

 

다. Ventilation Features  

표 3에서 모델의 환기 특성을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검사 체적으로부터 Mass 

Transfer의 유입 또는 유출을 발생시키는 인자를 확인하였다.  환기(Ventilation)

는 화재로 인해 일어나는 부력, 기계 환기 시스템, 그리고 굴뚝 효과(Stack 

Effect) 또는 바람 효과(Wind Effect)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 차이 등에 기인한다.  

 

 Natural Ventilation  

화재발생 지점의 환경과 그 주변 환경의 밀도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압력 차이가 

자연 환기(Natural Ventilation)를 일으키게 한다.  자연 환기는 벽체, 바닥 및 천

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다른 모델에서는 여러 개의 벽체, 바닥 그리고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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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를 고려할 수 있으나, 몇몇 모델에서는 단순히 한 개의 벽체 개구부 만을 

고려한다.  표 3에서 나타난 ‘C’는 모델에서 천장 개구부를 고려한다는 의미이고, 

‘F’는 바닥 개구부를 고려한다는 의미이며, ‘W’는 벽체 개구부를 고려한다는 의미

이다.  CFAST의 경우 다수의 수평 개구부 및 수직 개구부 설정이 가능하며, 여기

에는 개구부의 넓이 및 높이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Vent Mixing  

Vent Mixing이라 함은 배기 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의 공기의 흐름으로 인한 

혼합을 의미한다.  표 3에서의 ‘Y’라 함은 모델에서 Vent Mixing을 고려할 수 있

음을 의미하고, ‘N’은 모델에서 Vent Mixing을 고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Mechanical Ventilation  

이 변수는 모델에서 반영되었다면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었는가를 나타낸다.  기계

식 배기 (Mechanical Ventilation)는 송풍기 압력/흐름 (Fan Pressure/Flow) 특성 

커브 및 덕트 내 저항으로 인한 손실 등의 항목으로 모델에서 고려되는가 하면, 

다른 모델에서는 특정 Volumetric Flow Rate의 항목으로만 단순하게 고려된다.  

표 3에서 ‘FD’라 함은 모델에서 송풍기와 덕트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함을 의미하

여, ‘I’와 ‘E’라 함은 단위 체적당 유입 또는 유출 속도의 항목으로 고려함을 의미

한다.    

 

 Stack Effect  

굴뚝 효과 (Stack Effect)는 내부 주위의 온도와 외부 주위의 온도 차이로 인해 생

긴 압력 차이가 그 원인이며 그로 인해 흐름이 생성된다.   이 효과는 특히 내부

와 외부 온도차가 많이 나는 큰 빌딩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  표 3에서 ‘Y’라 

함은 모델에서 굴뚝 효과를 고려함을 의미하고, ‘N’이라 함은 고려하지 않음을 의

미한다.  

 

 Wind Effect  

빌딩 주변의 바람은 빌딩 외곽에 압력 등고선을 형성시킴으로서 화재시 빌딩 내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표 3에서 ‘Y’라 함은 모델에서 바람 효과를 

고려함을 의미하며, ‘N’이라 함은 고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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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Ventilation Features  

PARAMETER CFAST COMPBRN FIVE MAGIC 

Natural Ventilation C, F, W W W C, F, W 

Vent Mixing Y Y N Y 

Mechanical 

Ventilation 

FD E, I E, I FD 

Stack Effect Y N N Y 

Wind Effect Y N N N 

 

라. Fire Features  

화원(Fire Source)은 온도의 변화 및 연기의 축적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화재모

델을 분석도구로써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화재 자체는 일반적으로 화재모델을 통

해서 예측되거나 계산되어질 수 없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화재 모델은 

사용자가 지정한 화재에 대한 결과를 계산해 낸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의 정확도

는 적용된 입력자료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한 화재 시나리오의 정확

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몇 개의 모델은 화재 성장 및 연소율(Burning 

Rates)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그 수행 능력이 아주 기초 수준이며, 

적용 시 매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Fire Specification  

화재 특성 (Fire Specification)은 사용자가 화재의 연소율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른 구분이다.  표 4에서 ‘Mass’의 의미는 연소율을 연료 질량 손실율(Fuel 

Mass Loss Rate)로 정의함을 의미하며, ‘Heat’이라 함은 연소율을 열방출율(Heat 

Release Rate)로 정의함을 의미한다. 

 

 Oxygen Constrained  

이 항목은 화재로부터 발생되는 열량을 가용한 산소량에 근거하여 제한하는가의 

여부를 나타낸다.  몇 개의 모델에서는 이러한 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가용한 산소

량과 무관한 열방출률을 계산한다.  CFAST에서는 연소시 가용한 산소량에 의해 

화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또한 CFAST에서 사용하는 

Lower Oxygen Limit은 다른 가스에 대한 산소의 비율이며, Constrained로 설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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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 설정 이하의 산소 농도로 내려가면 발염 연소를 하지 않게 된다.  FIVE 

방법론에서는 가용한 산소량에 근거하지 않으나, FIVE에서는 추가적인 계산이 가

능하도록 되어 있다. 

 

 Fire Types 

이 항목은 각기 다른 모델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각기 다른 화재의 종류를 의미한다.  

가능한 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Gas Burner : 주변 환경 조건과 무관하게 프로그램된 질량 손실율 

 Pool Fire : 명시된 직경 또는 명시된 지역에서 수평 지면 상의 액체 연

료, 여기에서 연소율은 연료 표면에 전달되는 열에 따라 결정 

 Solid Fire :  명시된 특성과 명시된 기하학을 지닌 고체 연료, 여기에서 

연소율은 연료 표면에 전달되는 열에 따라 결정 

 Wall Fire : 가연성 물질로 만든 수직 벽체를 포함하는 화재 

 Ceiling Fire : 가연성 물질로 만든 천장을 포함하는 화재 

 

 Species Tracked 

각기 다른 모델에서 추적할 수 있는 화학종의 종류를 언급한다.  이 화학종은 모

델이 연소 화학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Zone Fire 

Model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Yield Factor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서 Yield 

Factor는 연료와 공기가 연소 후 다른 생성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CFAST와 같은 모델에서는 화재 발생 구역 내 환기 조건에 따라 Yield Factor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Yield factor는 현재 Zone Model 중 어떤 것에서도 기본적인 원리로부터 예측되

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 소규모 또는 대규모 화재 시험에서 나온 실험값으로부터 

결정된다.  환기 조건 하에서 각기 다른 연료의 연소에 따른 대표적인 Yield 

Factor 값은 표로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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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Fire Features  

PARAMETER CFAST COMPBRN FIVE MAGIC 

Fire Specification Heat 

Mass 

Mass Heat Mass 

Oxygen Constrained Y Y Y Y 

Fire type Burner Burner 

Pool 

Solid 

Wall 

Ceiling 

Burner Burner 

Species Tracked (O2, N2, CO2, 

H2O, CO, HNC)**

Smoke  

Other 

O2 O2 O2 

Unburned- 

Combustibles

Smoke* 

(*) : 특정 소화를 통해서  

(**) : 사용자가 지정한 Yield Factor  

 

마. Plume/Ceiling Jet Features 

모델의 화재 연기 기둥/천장류 특성 (Fire Plume/Ceiling Jet Feature)을 표 5에 

비교 분석하였다.  

연기 기둥은 화원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와 공기를 포함하여 하부층인 청정층에서 

상부층인 고온층으로 운반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천장면과 충돌한 후에는 천장을 

따라 방사형으로 흐르는 천장 열 기류가 생성하게 된다. 

연기 기둥은 여러 방면으로 분석되었는데 대부분은 선대칭 Flume에 중점이 맞추

어졌다. 

 

 Axisymmetric Fire Plumes  

선대칭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에 의하여 다양한 관계식이 발전되었다. 이들 관계식

은 Morton, Taylor 및 Turner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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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l/Corner Fire Plumes  

벽 및 코너에서의 화재 플럼은 선대칭 연기 기둥과 그 형태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주위에 아무런 방해물이 없는 상태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기 기둥은 모든 

방면에서 공기의 유입이 가능하나, 벽이나 코너에서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 

유입이 제한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Line Plumes  

수직의 화원으로부터 상승된 플럼은 선형 연기 기둥으로 특성화 할 수 있다. 비교

적 소수의 실험적 연구가 선형 연기 기둥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Window Plumes  

Window Plume 또는 Vent Plume은 Flame과 고온 가스가 두 공간 사이의 개구부

를 통해 흐를 때 발생된다. 

 

 Ceiling Jets  

C는 제한된 구역을, U는 제한되지 않은 구역을 의미한다.  Confined Ceiling Jet은 

Delichatsios에 의해 개발된 상관관계에 근거하며, 계단이나 터널 등과 같은 좁은 

공간에 해당한다.  반면 Unconfined Ceiling Jet은 Alpert에 의해 개발된 일반적인 

경우이며, 이는 DETACT Detection Algorithm에서 예제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Ceiling Jet은 비대칭적 형태로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가는 경우의 공간에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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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Plume/Ceiling Jet Feature  

PARAMETER CFAST COMPBRN FIVE MAGIC 

Fire plume types     

Axisymmetirc McCaffrey Zukoski Heskestad McCaffrey 

Zukoski* 

Delichatsios*

Wall/Corner Y Y Y Y 

Line N N Y Zukoski 

Window Y N N McCaffrey 

Zukoski* 

Delichatsios*

Other N N N N 

Ceiling jet types U(?) N C/U(?) N 

Plume/ceiling jet 

sublayer 

N N Y N 

(*) : optional 

 

바. Boundary Heat Loss Feature  

경계와 기기에 대한 열 손실은 화재구역 내에 열적 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Zone Model에서는 열적으로 Thick Slab를 통해서 일차원의 열전도 형

태로 경계를 다룬다.  또한 대부분의 Zone Model에서는 대표적으로 경계면에서의 

복사 및 전도 경계 조건을 구체화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모델에서는 장치에 

대한 열 손실을 전형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데, 천장 가까이 위치한 케이블 트레이

와 같은 많은 장치를 사이의 공간들은 열손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FIVE 방법론과 같은 모델에서는 사용자가 정한 열손실 변수를 사용하여 경계 열 

손실을 고려한다.  이 열 손실 변수는 경계와 장치에 전달된 열과 화재에 의해 방

출된 열의 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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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Boundary Heat Loss Feature 

PARAMETER CFAST COMPBRN FIVE MAGIC

1-Dimensional Slab Conduction Y Y N Y 

Thermally Thin Slabs N N - N 

Heat Loss to Other Compartments N N - Y 

Heat loss factor N N Y N 

 

사. Target Exposure and Response 

여기에서는 목표물 노출과 목표물 응답에 대한 모델의 능력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목표물은 Flame, Plume/Ceiling Jet, 고온 가스

층 그리고 다른 물질로부터 쉽게 복사열 유동과 전도열 유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  

목표물의 응답은 주어진 노출 조건뿐만 아니라 목표물이 지닌 열적 특성에 좌우된

다.  넓은 범위에서 표현하자면 목표물은 전달된 열을 목표물 내부로 전달하지 못

하게 하는 상대적인 저항에 따라 열적으로 ‘Thin’ 또는 열적으로 ‘Thick’ 으로 구

분될 수 있다.  MAGIC에서는 목표물이 열적 응답이 없이 일정한 온도로 또는 열

적 응답을 지닌 케이블 트레이로 가정한다.  

 

표 7  Target Exposure and Response Feature 

PARAMETER CFAST COMPBRN FIVE MAGIC 

Radiative Heat Flux Y Y Y Y 

Convective Heat Flux Y Y Y Y 

Target Response Y Y Y Y (cables)

Thermally Thin Targets Y Y Y Y 

Thermally Thick Targets Y Y Y Y 

 

4. NFPA 805 화재 모델 

최근 화재 안전 분야에서는 성능기준 화재 안전 설계(Performance-Based Fire 

Protection Design)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원전 

화재방호 분야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며, 원전의 화재 안전을 더욱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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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화재 방호를 위한 성능 기준적 방법론(Performance-

based Method)의 개발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원전의 화

재구역에서의 화재 성장 및 전파를 보다 정량적으로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화재모델링 코드의 사용 요구가 증대되었다. 현재 미국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에서는 새로운 기준(NFPA 805)인 Performance 

Based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or Light Water Reactor Electric Generating 

Plants[6]을 개발하였다.  이 코드 내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구역에서

의 화재 발생에 따른 현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미 실증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화재 모델링 코드의 사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많이 사

용되는 FIVE, COMPBRN, CFAST 및 LES 등에 관해 그 특성 등이 기술되었다.  

각 모델별 특성을 정리하여 표 8 및 표 9에 나타내었으며, 대부분의 내용이 앞에

서 기술한 각 모델별 특성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8  화재모델 특성 (I) 

Model Five COMBRN IIIe CFAST LES 

General Features     

Type of model Quasi-steady zone Quasi-steady zone Transient zone Transient field 

Number of layers 1 1-2 2 Multiple 

Compartments 1 1 30 Multiple 

Floors 1 1 30 Multiple 

Vents Wall(1) Wall(1) 

Wall(4 per room)

Floor(1) 

Ceiling(1) 

Multiple 

Number of fires Multiple Multiple Multiple Multiple 

Ignition of secondary 

fuels 
No Yes Yes Yes 

Plume/ceiling jet 

sublayer 
Yes Yes/Flume only Yes 

From conservation 

laws 

Mechanical 

ventilation 
Yes Yes Yes Yes 

Targets Yes Yes Yes Yes 

Fire Sources     

Types 1.Gas 

1.Gas 

2.Pool 

3.Solid 

1.Gas No specific type 

Combustion factors 1.O2 constrained O2 constrained 1.O2 constrained 1.O2 constrained 



 

   ３８

Model Five COMBRN IIIe CFAST LES 

(optional) 

2.Yields specified 

 (optional) 

2.Yields specified

(optional) 

2.Yields specified 

Other factors  

1.Secondary ignition

2.Radiation 

enhancement 

1.Secondary ignition

 

1.Secondary ignition

2.Radiation 

enhancement 

Fire Plumes     

Types 
1.Axisymmetric 

(Heskestad) 

1.Axisymmetric 

(Zukoski) 

1.Axisymmetric 

(McCaffrey) 
Fluid Motion Equations

Modification factors 1.Wall/corner 
1.Wall/corner 

2.Doorway tilt 
1.Wall/corner 

From conservation 

laws 

Ceiling Jets     

Types 

1.Unconfined(Alpert)

2.Confined 

(Delichatsios) 

N/A 
Unconfined for 

Detection 

From conservation 

laws 

Vents     

Types Wall Wall Wall Floor/ceiling Wall Floor/ceiling 

Method Bernoulli/orifice Bernoulli/orifice Bernoulli/orifice 
From conservation 

laws 

Modification factors Flow coefficient 
Flow coefficient 

Shear mixing 

Flow coefficient 

Shear mixing 

Stack effect 

Wind effect 

From conservation 

laws 

Mechanical 

Ventilation 
    

Types Injection extraction Injection extraction Injection extraction Injection extraction 

Method Volumetric flow Volumetric flow 
Fan/duct network

(triple connection)
User-specified velocity

Boundary Heat Loss     

Method Heat loss factor 1-D conduction 1-D conduction 1-D conduction 

Boundary conditions N/A 
Radiative 

Convective 

Radiative 

Convective 

(Floor/ceiling) 

Radiative 

Convective 

Equipment heat loss No Yes Yes(Targets) Yes 

Targets     

Types 
1.Thermally thick 

2.Thermally thin 

1.Thermally thick

2.Thermally thin 

3.Everything 

between 

1.Thermally thick

2.Thermally thin 

1.Thermally thick 

2.Thermally thin 

3.Adiab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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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Five COMBRN IIIe CFAST LES 

Heating 
Radiative 

Convective 

Radiative 

Convective 

Radiative 

Convective 

Radiative 

Convective 

Damage criteria Temperature Temperature 

Temperature 

Heat flux 

Flux-time product

Temperature 

Validation     

Room sizes 

18m×12m×6m 

9m×4m×3m 

9m×7.6m×3m 

3m×3m×2.2m 

4m×9m×3m 

12m3,60,000m3 

4m×2.3m×2.3m,

multi-room(100m3),

multi-room(200m3),

seven-story 

building 

(140,000m3) 

37m×37m×8m 

Outdoors 

Ventilation Forced, natural Natural Natural, forced 
Natural, Natural 

with wind 

Fire sizes 
500kW,800kW,1MW

2MW 

32kW,63kW 

105kW,158kW 

<800kW,4-36MW

2.9MW,7MW,100kW,

1MW,3MW 

4.5MW,410MW,450MW,

820MW,900MW 

1640MW,1800MW 

Fire types Steady, transient Steady Steady, transient Steady, transient 

Fuels 

Propylene gas, 

heptane pool, 

methanol pool, 

PMMA solid, 

electrical cables 

Methane gas, 

electrical 

Cables, and heptane 

pool 

Furniture, natural 

gas 

Burner 

Crude oil, heptane 

burner, group A plastic 

commod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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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화재모델 특성 (II) 

Program Type 

No.

of 

Room

Wall 

Heat 

Trans

fer 

Lower 

Level 

Gas 

Temp 

Heat

Targets Fire 

Gas

Conc.

O2 

Depletion

Vertical 

Connect

ions 

HVAC 

Fans 

and 

Ducts 

Detec

tors 

Sprin

klers

CFAST 

 

Zone 15 Yes Yes No Specified

multiple

Yes Yes Yes Yes Yes Yes

FASTLITE 

 

Zone 3 Yes Yes No Specified

 

Yes Yes Yes Yes Yes Yes

COMPBRN 

III 

 

Zone 1 Yes No Yes Growth

calcula-

tion 

No Yes No No Yes No

FIVE Provides initial screen, leads to use of PRAs, look up tables 

FLAMME 

 

Zone Multi Yes Real Yes Specified

multiple

Yes Yes No Yes No No

MAGIC 

 

Zone Multi Yes Yes Yes Specified

multiple

Yes Yes Yes Yes Yes No

FLOW-3D 

 

CFD Few Yes Real Yes Specified

 

Yes Yes Yes Yes Yes - 

LES 

 

CFD Few Yes Real Yes Specified

 

Yes Yes Yes Yes Yes Yes

FPETOOL 

 

Zone 2 1/2 No No No Specified

 

Yes Yes No No Yes No

ASCOS 

 

Net- 

work 

flow 

Multi No N/A No N/A No N/A Yes No N/A N/A

CONTAM 

 

Net- 

work 

flow 

Multi No N/A No N/A Yes N/A Yes No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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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CFAST, COMPBRN IIIe, FIVE 및 MAGIC 총 4가지 zone-type 

화재모델의 주요 특성에 관해 요약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의 표 1 및 2는 4가지 코드를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CFAST와 MAGIC은 임시 저장물의 질량 보존 및 다양한 압력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하여 다중 격실, 다중 화원을 다루며, COMPBRN과 FIVE는 질량 및 

에너지 보존을 위해 비교적 간단한 quasi-steady equation을 사용하여 단일 격실, 

단일 화원을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기 표현은 CFAST와 MAGIC이 다른 모델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다른 모델은 Plume/Ceiling Jet Sublayer를 고려하지 않는 

두 개의 Zone을 평가할 수 있는 반면, FIVE 방법론은 Plume/Ceiling Jet 

Sublayer를 고려한 한 개의 Zone을 평가할 수 있다. Two-Zone Model에 

Plume/Ceiling Jet Sublayer를 고려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우수하겠으나, 아직 

두 개의 Zone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 중 어느 것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그러한 노력은 MAGIC의 경우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차이점도 논의의 대상일 것이다.  예를 들면 화재구역 경계로의 열 전달 처

리시 다른 모델에서는 일정한 열적 성격을 지닌 Slab로 열 전달 되는 것을 일차원

으로 계산하는 한편, FIVE 방법론에서는 사용자가 열 손실 변수를 지정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계에 전달되는 열 전달을 계산하는 것은 열 전달로 

인한 경계면의 영향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공간 내 장치

에 전달되는 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모델의 고려 가능 요소들은 차이가 있으나, 무조건 그 범위가 넓다고 우수한 

것이 아니며, 필요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모델의 이론적 구성에 의한 제한 범위를 파악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

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먼저 대상 구획공간의 숫자나, 환기조건의 고려 그리고 다중 화원의 고려 등에서 

CFAST와 MAGIC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 공간의 숫자가 증가할

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꼭 고려해야 할 사실이다.  환기 특성에 

대한 고려, 벽면 재료특성에 의한 열손실 등의 사항에 있어서도 두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연구자료 및 결과가 존재하며,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가 모델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진 FAST가 

개발되어 무료로 보급 중이라는 점에서 CFAST 모델의 사용이 가장 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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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향후 원자력발전소 주요 화재구역별로 가능하면 여러가지의 Zone Model을 사용하

여 화재로 인한 위험도를 상호 비교평가할 예정이며, 또한 그 결과를 CFD와도 비

교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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