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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ual fire test under a laboratory and fire simulation by using computer are considered into main methodology 
in order to estimate and predict fire size of railway train. Even if practical fire size could be obtained from the 
full-model railway car test such as a large scale cone- calorimeter test, it is not always possible and realistic due 
to that expensive cost and attendant dangers could in no way be negligible. In this point of view, fire simulation 
analysis method based on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ould be proposed as an alternative and it seems to 
be also efficient and reasonable. However, simulation results have to be verified and val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er procedure including comparing analysis with the actual fire test.
In this paper, fire load and growth aspect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room corner test (ISO 9705) for the 
mock-up model of the actual railway car. Then, it was compared with the output data derived from the simulation 
by using Pyrolysis Model of the FDS (Fire Dynamics Simulator, by NIST) for the exact same domain and condition 
corresponding with pre-performed room-corner test. This preliminary verified and validated fire modeling method 
could enhance the reliability of output data derived from the fire simulation under the similar domain and condition.

1. 서 론 

 철도차량의 화재규모를 예측 및 진단하는 방법으로써 실 화재 시험과 시뮬레이션 기법 두 가지 방안

이 고려될 수 있다. 철도차량 실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콘 칼로리미터 시험을 통해서 해당 

차량의 화재규모를 실질적으로 산출할 수 있지만,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잠재

된 위험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Haukur Ingason[1]등은 각 내장재를 동일 비율

로 줄인 축소모형을 이용하여 보다 작은 규모의 콘 칼로리미터 시험을 통해 철도차량의 화재규모를 산

출하는 방법론을 대안으로 소개한 바 있다. 다른 대안으로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을 

기반으로 화재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법이 시도 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검증(Validation & 
Verification) 문제는 필연적으로 실 화재 시험과의 비교를 통해 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

를 남긴다[2]. 이와 관련하여 C. Lautenberger 등 은 PMMA와 PE Composite을 대상으로 단일 물질에 대

하여 콘 칼로리미터(ISO 5660[3]) 시험과 FDS(Fire Dynamics Simulator, by NIST) 시뮬레이션과의 비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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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e calorimeter test (ISO 9705)

증을 수행하였고[4], FRP panel과 Ceramic board의 적층 합판(Assembly)에 대하여 유사한 방식의 비교연구

를 수행한바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가 제작한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ISO 9705 규
격[6]에 따른 룸 코너 콘 칼로리미터 시험을 수행[7]하여 그 결과를 산출하고, 기 수행된 화재 시험 과정

을 FDS ver.5(Fire Dynamics Simulator, by NIST) 화재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여 동일하게 모사함으로써 

해석 시 사용하는 열분해 모델링 기법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2. 룸 코너 콘 칼로리미터 테스트 (ISO 9705) 

 당사가 제작한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룸 코너 콘 칼로리미터 시험을 수행하였다. 내장재의 발화시점, 
화재성장 및 화염전파에 관한 화재거동을 분석하였고, 화재 발생 시 내부 국부적인 위치에서 각 내장재

가 얼마큼의 시간 차이를 두고 화재가 전이 및 성장을 하는지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소 면적 기반

의 내장재 열방출율 합산법(Area based summ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열방출율 곡선을 산출하였다. 또한 

시험결과를 근거로 하여 FDS Ver.5(Fire Dynamics Simulator, by NIST)툴을 이용한 수치해석 기법을 비교 

검증하고자 하였다. 

2.1 시험설비

 철도차량 내장재 화재시험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ISO 9705(Full-scale room test 
for surface products) 설비[6]에 의거하여 길이 3.6m, 너비 2.4m, 높이 2.4m인 직육면체 테스트 룸에서 수

행되었다[7]. 화재시험 시 테스트 룸에서 발생된 연기는 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후드로 포집되어 덕트로 

배출되며, 이 과정에서 연소생성물의 온도, 연소가스의 연기밀도, 열방출율 등을 측정한다. 특히, 배기되

는 연기생성물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열방출율(Heat Release Rate)을 산출할 수 있다[6]. 화재시험 시 

배기용량은 ISO 9705 규격[6]에 명시된 3.5m3/s 으로 설정하였다. 시험설비는 Fig. 1 a)에 도시되었으며, 
테스트 룸과 내부에 설치된 철도차량 내장재 및 후드 설비 구성을 전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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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for Interior facilities

Item Thickness
(mm)

Conductivity
(W/m K)

Specific heat
(kJ/kg K)

Heat of 
Combustion

(kJ/kg)

Heat of
Reaction
(kJ/kg)

Pre-exponential
factor
(1/s)

Activation
Energy

(kJ/kmol)
Wall panel 3~5 0.4 1.84 12550 920 8955 7898

Ceiling panel 1.5~2 204 0.90 15000 460 3.0E12 1.85E5
Partition panel 1.6 204 0.90 19380 460 898 70670

Seat cover 5 0.06 1.4 10200 230 5.9E08 1.5E05
Seat cushion 40~60 0.02 2.5 28800 550 3.2E15 2.2E05

Insulation 28~50 0.017 2.5 25800 550 5.0E09 1.1E05
Floor covering 2~6 0.4 1.3 16300~18400 140 8.1E04 8.3E04

2.2 화원설정

 화원은 ISO 9705의 Annex A[6] 표준규격의 샌드버너(Sand burner)를 이용하였으며, Fig. 1 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동차 앞뒤 좌석 사이에 위치시켰다. 사용된 샌드버너는 상단의 170mm 규격의 사각단면의 

모래를 통하여 프로판이 확산 분출되어 연소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버너 상단의 높이는 바닥기준으로 

310mm이다. 화재 시험에 사용된 샌드버너의 열방출율은 CEN/TS 45545 Part-1[8]에서 제시된 가장 큰 규

모의 화원으로 설정되었다. 초기 2분은 75kW이며 2분 이후로부터 10분까지는 150kW로 화염을 방출한

다. 본 시험에서는 과도한 화재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물 및 인명안전을 대비한 시험 중 강제소화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시험경과 후 약 6분에 샌드버너의 프로판 가스를 차단하였고, 시험에 적용한 화원 

곡선은 Fig. 1 b)와 같다.

2.3 내장재 구성

 본 시험에서는 철도차량 내부 중 단부 부분을 모사하였는데 실제 철도차량의 너비(3,000mm)보다 시

험 공간의 너비(2,400mm)가 작아서 단부 도어 부분을 축소하여 설치하였다. 높이는 실제 차량과 동일하

게 2,370mm로 설정하였다. 시험공간에 위와 같이 바닥재, 천장, 측벽 및 의자 등을 설치하였으며 각각 

내장재에 대한 특성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3. FDS (Fire Dynamics Simulator) 시뮬레이션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의 발전으로 복잡한 유동 현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통하여 해석하고 설계를 개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화재 문제도 이러한 수치해

석 기법을 이용하여 해석하고 진단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9-11]에서 이미 소개

했듯이 미국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개발한 공개 해석 툴인 FDS Ver.5 
(Fire Dynamics Simulator)를 이용하여 앞 절에서 언급한 ISO 9705 룸 코너 콘 칼로리미터 시험 규격[6]에 

따라 철도차량 실내 의장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열방출율 측정 시험을 재현하였다[7]. 또 그 결과를 시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현상이 보여주는 의미를 진단하고 화재해석에서 사용된 FDS(Fire Dynamics 
Simulator, by NIST) 툴이 갖는 한계점과 개선될 사항을 지적하고자한다.

3.1 해석대상과 격자생성 

 Fig. 2에는 본 연구의 시험대상인 철도차량 실내 의장설비와 그에 상응하는 FDS(Fire Dynamics 
Simulator, by NIST) 해석 모델이 위 아래로 도시되어있다. 격자 생성에 사용된 모든 형상 정보는 자사의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해석에 사용된 내장재의 물성치는 선행연구[9-11]를 통해 확

보된 데이터베이스[12-14]를 이용하였다. 3.6m × 2.4m × 2.4m의 테스트 룸에 설치된 의장설비와 그 외부 

유동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FDS(Fire Dynamics Simulator, by NIST)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Mesh 
stretching 기법[15]을 사용하지 않고 100 mm 단일크기(Uniform mesh)의 다중격자(Multi-core mesh)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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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ior layout (ISO 9705) b) Ceiling (ISO 9705) c) Ignition source (ISO 9705)

d) Interior layout (FDS model) e) Interior layout (FDS model) f) Interior layout (FDS model)

Fig. 2  ISO 9705 Test room & FDS model

용하였다. 격자 사이즈를 선정하는데 있어, FDS User-guide[15-16]에 소개된 (NUREG 1824)의 격자민감도 

테스트를 이용하였고, 산출된 적당한 xD d/* (4∼16)범위의 격자 사이즈를 만족하며, 총 107,216개의 유

동격자를 해석에 반영하였다. 

3.2  해석조건 및 화재시나리오

 화원(Ignition source)은 화재의 발단과 성장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본 해석에서는 룸 

코너 콘 칼로리미터 시험에 기 사용되었던 CEN/TS 45545 Part-1[8] 화원을 동일 적용하여 플래시오버

(Flashover)를 유도하였다. Fig. 1 b)에 도시된 화원 곡선을 0.2m ×  0.2m 의 면적의 버너(Burner)에 링크

시켜 Fig. 2 f)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차의 앞 뒤 좌석의 중간위치에 설치하였다. 해석 도메인의 외각 경

계조건은 모두 대기(Atmosphere)조건으로 FDS(Fire Dynamic Simulator)상 OPEN boundary 설정을 해주었으

며, 각 내장재 재질들의 표면 후면으로의 열전달 조건(SURF backing condition)은 단열조건(Insulation)으로 

설정하였다.

4. 룸 코터 콘 칼로리미터 시험(ISO 9705) 및 FDS 해석결과 분석

 Fig.3 a)~c)는 룸 코너 콘 칼로리미터 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시험 시작 후 30초 후부터 테스트 룸 천

장에서 연기가 성층화하기 시작하며, 약 120sec 후(Fig. 3 a))에 테스트 룸 바닥으로부터 약 1.5m까지 연

층이 내려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경과 시간 120sec 후부터는 샌드버너의 150kW 크기 열량과 테스

트 룸 내부 연기의 대류열 및 화염 복사열로 인하여 화원 주변 내장재로 화재가 전이되기 시작한다. 
150sec 후에는 연층이 더욱 발달하며, 170sec(Fig. 3 b))부터 화염이 테스트 룸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험 경과 180sec(Fig. 3 c))에 테스트 룸 안 모든 내장재에 화재가 전파되며 플래시오버

(Flashover)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90sec 후 급격히 성장한 화재로부터 시설물 보호를 위해 

테스트 룸 안 소화장치를 작동하여 시험을 강제종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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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MW 1.72 MW 3.0 MW

a) 120 Sec (ISO 9705) b) 170 Sec (ISO 9705) c) 180 Sec (ISO 9705)

0.14 MW 0.95 MW 1.7 MW

d) 120 Sec (FDS model) e) 170 Sec (FDS model) f) 180 Sec (FDS model)

3.0 MW 5.9 MW 7.1 MW

g) 186 Sec (FDS model) h) 200 Sec (FDS model) i) 210 Sec (FDS model)

Fig. 3. ISO 9705 test result and FDS simulation result

 Fig. 3 d)~i)는 앞서 설명한 룸 코너 콘 칼로리미터 시험을 재연한 FDS 화재해석 결과 5kW/m3 이상

의 화염방출(Plume)을 시각화하여 도시한 것이다. Fig. a), b), c)는 시험 시작 후 각 120sec, 170sec, 
180sec 경과 후 시험결과이고 Fig. d), e), f)는 각 시간대에 상응하는 FDS 화재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120sec 때의 시험결과와 FDS해석 결과를 비교하면 화염의 크기나 열방출율(0.13~0.14MW)이 비슷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험결과에서 나타나는 화염의 크기나 열방출율 값이 FDS 해석 결과보다 소폭 빠르

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70sec~180sec 때 화재성장으로 인한 단위 시간당 열방출율 값에서 FDS 
해석 결과보다 시험치가 각 시간대에서 약 두 배 크기의 열방출율 값을 보이지만 화재가 성장하는 양상

(성장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Fig. 4에는 ISO 9705 룸 코너 콘 칼로리미터 시험결과와 FDS 화재해석 결과 얻어진 열방출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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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eat release rate curve

(Heat Release Rate curve)에 더불어 연소 면적 기반의 내장재 열방출율 합산법(Area based summation 
method)에 의해 산출된 결과를 각각 도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소 면적 기반의 내장재 열방출율 합산법(Area based summation method)을 간단

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룸 코너 시험편에 사용된 각 내장재(Table 1)를 대상으로 단품 콘 칼로리미

터(Small cone calorimeter, ISO 5660) 시험을 수행하여, 각 재질 시편(0.1m × 0.1m)마다 단위 면적당 열방

출율(kW/m2) 곡선을 산출[13]한다, 이렇게 얻어진 값에 실제 룸 코너 시편에 사용된 내장재의 총사용 면

적을 각각 곱해서 모든 열방출율 곡선을 동일 시간 축을 기준으로 더해주면, 룸 코너 시험편 전체 열방

출율 곡선을 산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험편을 이루는 모든 내장재가 일시에 발화하여 한꺼번에 

성장, 플래시오버(Flashover)를 일으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한다. 각 내장재는 초기 화원으

로부터 순차적으로 화염이 전이되기 마련이고 플래시오버(Flashover)를 일으키기 전까지 화재가 성장하는

데 어느 정도의 지연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각각의 내장재에 대해 이러한 지연시간을 고려하여 각각의 

열방출율 곡선을 합산, 전체 열방출율 값을 산출하는 보완된 기법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초기 화원

에 의해 의자 커버, 쿠션 및 플라스틱 재질로부터 시작된 화재가 그 부위에서 완전히 성장(150sec)하여 

천장판(Ceiling panel)까지 확대 전이(170sec) 되고, 급기야 내장판(wall panel)과 바닥재(floor covering)까지 

전이되어 플래시오버(Flashover)를 일으키기 까지(180sec)의 시간지연을 각각 고려하여 열방출율 곡선을 

합산하였다. 그 결과는 Fig. 4의 노란색 그래프(Summation method)와 같다. 
 Fig.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150sec 이후의 급격한 화재성장 양상은 ISO 9705 룸 코너 테스트 시험과 

FDS 화재해석 그리고 ISO 5660 시험 데이터를 근거로 한 내장재 열방출율 합산법(Area based summation 
method) 결과 모두가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ISO 9705 룸 코너 테스트 시험은 180sec 부근에서 

안전상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인하여 시험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열 방출량 값은 의미가 없지

만, 특히 FDS 화재해석 결과와 ISO 5560 시험 데이터를 근거로 한 내장재 열방출율 합산법(Area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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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re development on FDS simulation & HRR curve on ISO5660 for Side panel(FRP)

summation method) 결과를 주목하면 1차 최대 열방출율(Peak value)이 220sec 시점 10MW 크기로 서로 매

우 유사한 예측치를 제시한다.
 FDS 화재해석에 사용된 물성치는 Table 1.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모두 기존의 연구[9-10,13-14]를 통

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다. FDS 열분해 모델(Pyrolysis model)은 하기와 같은 반응을 모사한다. 
룸 코너 시편에 사용된 각 내장재들 대상으로 열적 물성치 시험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반응열과 반응

속도가 결정된다. 각 내장재들은 고유의 반응열(heat of pyrolysis, kJ/kg)을 소모하며 온도에 따라서 설정

된 반응속도로 열분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된 연소성 가스가 연소반응을 일으켜 화염을 발생, 주변 

물질에 충분한 열을 재공급하는 과정을 통해 연소성 가스의 발생을 다시 촉진하는 순환과정을 되풀이하

게 된다. 화재성장이라는 이런 연속적 순환과정 속에서 산출된 열방출율 양상은 Fig. 4의 FDS Simulation 
그래프로 표현된다. 또한 동일한 내장재를 대상으로 산출된 ISO 5660 단품 열방출율 곡선(Heat release 
rate curve)을 내장재 사용량을 고려하여 합해줄 수 있는데, 이러한 합산법(Area based summation method)
에다가 화염전이와 성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지연 값을 고려준다면 Fig. 2 summation method와 같은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두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1차 플래시오버(Flashover)를 일으키는 화염발달 상황까

지는 상당히 유사한 예측치를 보여준다. 하지만 1차 최대 열방출율(Peak HRR) 이후의 양상은 서로 차이

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내장판(Side panel)으로 사용된 FRP의 화재거동에 대한 FDS 화재해석 값과 ISO 
5660 단품 콘 칼로리미터 시험 열방출율 양상이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Fig. 5 a), b)에는 FDS 화
재해석 결과로 얻어진 330sec 때의 룸 코너 시편 화재양상을 도시하였다. 내장판(Side panel, FRP)은 1차 

최대 열방출율(10MW) 시점인 220sec을 지나 330sec 때 뒤늦게 활발한 연소반응을 일으켜 2차 최대 열방

출율(10.5MW)을 기록한다. 하지만, Fig. 5 c)에서 나타나듯이 ISO 5660 단품 콘 칼로리미터 발열량 시험 

결과 얻어진 열방출율 곡선에서는 이보다 상당히 늦은 450sec 부근에서 2차 최대 열방출율(5.1MW)을 기

록하며, 이것이 Fig. 4 summation method 그래프의 열방출율 곡선에서 450sec 시점의 다소 늦은 2차 최대 

열방출율(6.1MW)을 산출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ISO 5660 단품 콘 칼로리미터 발열량 

시험에서는 시편에 가하게되는 열 유속(heat flux)이 50kW/m2 로 일정하지만, 룸 코너 시험(ISO 9705)이
나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FDS 해석 시에는 해당시편 주위 환경의 급격한 화재발달로 인하여 노출되는 

열에너지 측면의 부하가 전혀 다르다. 따라서 같은 시편일지라도 서로 다른 열반응을 보이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양상은 Fig. 5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순히 발열량이 시간에 따라 상승했다가 

최대치를 기록 후 쇠퇴하는 단순한 양상이 아닌 복잡한 열반응 거동을 나타내는 시편에 대하서 더욱 민

감하게 작용하게 되고, 실 화재 시험 혹은 FDS 해석과 열방출율 합산법(Area based summation method)결
과와의 차이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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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당사가 제작한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ISO 9705 규격[6]에 따른 룸 코너 콘 칼로리미터 

시험을 수행[7]하여 그 결과를 산출하고, 기 수행된 화재 시험 과정을 FDS ver.5(Fire Dynamics Simulator, 
by NIST) 화재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여 동일하게 모사함으로써 해석 시 사용하는 열분해 모델링

(Pyrolysis modeling) 기법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시간지연이 고려된 연소 면적 기

반의 내장재 열방출율 합산법(Area based summ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열방출율 곡선을 산출하여 기수

행한 결과와 비교 및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ISO 9705 룸 코너 시험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FDS 화재해

석결과와 비교했을 때 150sec ~ 180sec 구간에서의 급격한 화재 성장 및 플래시오버(Flashover)현상을 아

주 유사한 양상으로 모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190sec 시점, ISO 9705 룸 코너 강제 소화 종료 후 

FDS 화재해석과 ISO 5660 단품 발열량 시험을 이용한 열방출율 합산법(Area based summation method)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1차 최대 열방출율(Peak value)이 220sec 부근 10MW 크기로 서로 매우 유사한 

예측치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270sec 이후의 화재 상황에서는 다소 상이한 예측치를 각각 제시하였는데, 
복잡한 화재 거동을 보이는 내장재인 FRP의 영향에 의하여 후반부 열방출율 양상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했으나, ISO 9705 룸 코너 시험 설비 특성상 4MW 이상의 화재발달에 대하여서는 시험이 불

가하기에 강제 시험 종료로 인한 시험데이터 부재로 180sec 이후 정확히 어떠한 예측치가 실재에 가까

운지에 대하여서는 확인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좀 더 대형 콘 칼로리미터 시험과의 비교 검증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 논문에서는 화재규모를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대표적 방법론인 화재시뮬레

이션 기법 및 단품 콘 칼로리미터 시험을 근거로 한 열방출율 합산법(summation method)이 실 화재 시험

과 비교했을 때, 초기 화재성장 및 1차 플래시오버(Flashover)까지의 화재거동을 예측 하는데 있어서 실

재와 상당히 유사한 값을 제시했다는데 의의를 두며, 또한 이는 안전도 분석(Safety analysis) 및 위험도 

평가(Risk assesment) 관점에서 갇힌 공간 화재 발생 시 거주자 피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

자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본 연구에서 다뤄진 화재규모 예측 기법에 대한 신뢰성 평가 연구의 활용가치

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6.  후기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 과제“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철도화재 안전성능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며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지원 

및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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