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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arge-scale fire test was done for interior materials from a vehicle installed within a fire test room. The interior 
materials are satisfied with the Korean guide for the safety of rail vehicle. The guide has taken effect since 
December 2004 in Korea. Ignition source (gas burner) was increased in several controlled steps. The objectives of 
this test are to assess the fire performance in terms of ignition and flame spread on interior lining materials and to 
provide data on an enclosure fires involving train interior materials that grow to flashover. This data will be used to 
develop and calibrate an Fire Dynamics Simulator (FDS) model for fire growth on the interior vehicle 

 

1. 서 론 

대구화재사고 이후로 철도의 화재안전성능의 

확보를 위하여 철도차량 내장재의 화재성능을 

요구하는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1과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 이 

고시되었다. 이러한 기준에서는 철도차량 내부를 

구성하는 내장재의 시편수준의 시험을 통하여 

화재성능을 제어하고 있다. 이러한 시편 시험을 

통하여 기초적인 화재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 대규모(large-scale) 에서의 화재안전도를 

판단하기 위한 화재전파 및 화재성장 등의 현상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편수준의 실험실규모(lab-scale)의 시험보다는 

대규모 화재시험이 보다 현실적이다. 현재 

국내에는 대규모의 철도차량의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조차량의 화재안전성 평가는 축소 Mock-Up 

차량에 대한 이벤트 형식의 방화시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터널 화재안전성 평가는 축소 

모형을 위한 시험 및 수치해석 예측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3. 차량 내장재 실규모의 

화재시험으로는 호주 CSIRO에 설치되어 있는 ISO 

9705 규격4의 룸코너 시험설비에서 수행한 실규모 

화재시험이 수행되었다5,6.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기준에 만족하는 

철도차량 내장재의 화재성능 및 화재발생시의 

화염전파 등의 현상을 확인하고자 수행된 시험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문 

2.1 룸코너 화재시험설비 
본 시험에서 사용된 룸코너 화재 시험설비는 

ISO 9705 규격을 만족하는 설비로 호주의 CSIRO 에 

설치되어 있다. 이 설비에서는 열방출률, 

연기발생률, 산소소비량, 일산화및 이산화탄소 

생성량 등이 측정가능하며 샌드위치 패널 

노출부위 또는 패널 내부로의 연소확산과 

샌드위치 패널 건물구조의 화재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장치이다. 본 시험장치의 칼로리메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스버너를 후드 하단에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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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 와 300kW 의 출력으로 설정하고 열방출율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Fig.1 과 같다. 

  

 
Fig. 1 Typical calibration curve 

 
2.2 철도차량 내장재 장착 

 

 

   
 

Fig. 2 Dimensions of enclosure and fitted new-type 
interior materials 

 

 

Fig. 3 Test room equipped with new-type interior 
material  

 
Table 1 Train specimen descriptions 

Component Description 

Side wall 
panel/ wall to 
ceiling panel

Side wall panel : Phenol GRP (glass 
reinforced polymer). 2.5mm thick 
laminated panel appears to be a 
phenol/fiberglass resin with white 
urethane paint.  
Wall to ceiling panel :  10mm thick 
phenol GRP sandwich panel with 
nomex honeycomb 

End wall 
panel 

Phenol GRP. Laminated panel except 
the cover of cabinet with sandwich 
panel 

Ceiling 
panels 

Sandwich aluminum. 10 mm thick 
honeycomb with epoxy adhesive film. 

floor lining 2.5mm thick fire retardant Rubber 
(mottled blue color). 

Seats 

Consisting of three-seater bases  
- polyester/wool moquette outer liner 
over tartan fabric 
- Steel anti-flame  mesh with 
Kevlar fabrc  
- Approx 13 mm neoprene foam 
cushion 

Seat Frame Steal seat frame.  

 

철도차량의 내부 너비보다 시험시설의 룸의 

너비가 적어서 철도차량의 폭을 시험공간에 

맞추어서 줄여서 Fig. 2 와 같이 시공하였다. Fig. 

3 은 시험설비 룸에 내장재가 설치된 사진이다. 



Table 1 에서는 시험에 사용된 철도차량 내장재를 

설명하고 있다. 
 

2.3 화원설정 
 

 
Fig. 4 ISO 9705 propane sand box burner 

 
본 시험에서는 Fig. 4 와 같은 ISO9705 ANNEX A

에서 참조된 발화화원 규격을사용하였는데, 이 화
원은 170mm 정사각형 모래버너이며 연료로는 프
로판을 사용한다. 이 버너는 프로판의 유량을 조

절함으로 열방출을 제어할 수 있는데 그 동작 범
위는 0-450kW이다. 화원의 열방출율은 초기 10 분 
동안은 EN45545-17에서 규정한 표준화원 중 가장 
크기가 큰 시나리오를 따르고 그 이후에는 200kW 
2 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250kW 또 2 분 후에는 
300kW를 2 분 유지하는 계단형으로 열방출율을 
증가시켰다.  

3. 결과 및 관찰 

3.1 조건 
시험실의 환경 조건으로는 온도가 섭씨 20 도, 

1023mbar 이고 상대습도는 40 %였으며 화재시험내

부공간의 온도 및 상대습도는 각각 19.5 도, 40%였

다.  

3.2 시험관찰 
시험 중 시간에 따라 관찰한 내용은 Table 2 와 

같으며, Figs. 5~10 은 시험 시작후 10 초, 2 분 10 초, 
10 분 11 초, 11 분 30 초, 13 분 후의 화재시험 상황

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 시작후 13 분이 지나자마

자 룸코너 시험시설 내부에 장착된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화재를 소화시켰다. 

   
 

Table 2 Test observations 
Time 

(min:s) Observations 

0:00 
Pilot burner and sand box burner turned on. Burner output set to 75 kW, at this heat output 
the solid flame height is observed to the mid height of the room with intermittent flame 
heights just below the ceiling 

1:00 No flame spread is observed. The gel coat on the GRP directly behind the burner is black, 
charred and burning 

2:00 
The burner output is increased to 150 kW. The burn flame solid flame height is to the 
height of the top of the window surround with flames intermittently impinging on the 
ceiling. Still no flame spread beyond area of burner impingement 

4:00 A very light smoke layer has developed approximately 500 mm below the ceiling. The rear 
wall is still visible. 

7:30 The hot layer smoke has thickened but is still approximately 500 mm below the ceiling. 
GRP behind the burner flame appears to be burning 

9:00 Seat adjacent to burner is smoking 
10:00 The burner output is increased to 200 kW. Flames impinge solidly on the ceiling 
11:00 Paint on aluminium ceiling directly above the burner has ignited and is burning 

11:20 
Flames are slowly spreading across ceiling. GRP still burning behind the burner flame. 
Debris is falling from the ceiling. The edge of the GRP on the ceiling corner near the burner 
flame is also starting to burn 

12:00 Flames have spread along ceiling half way to the door. No flame spread on lower materials. 
The hot layer consists of thick smoke and flame 500 mm below ceiling 

12:20 Flames out door. GRP at tops of wall linings is burning on both sides of the room 

12:30 The seat adjacent the burner ignites and is burning across its entire surface. All GRP wall 
linings in the burner corner are burning 

12:40 Flaming debris is dropping to the floor. The flor ignites near the burner 
13:00 The seat on opposite side of room ignites. 
13:05 Fire is suppressed with water. 



 
Fig. 5 At 10 seconds 

 
 

 
Fig. 6 At 2 minutes 10 seconds 

 
 

 
Fig. 7 At 10 minutes and 11 seconds 

 
Fig. 8 At 11 minutes 30 seconds 

 
 

 
Fig. 9 At 12 minutes  

 
 

 
Fig. 10 At t 13 minutes, just prior to suppression 

 

   
 



3.3 측정값 
화재전파양상을 화면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 철도차량 내부공간 및 벽의 여러 온도를 측
정하였다. 또한 복사열유속계 등을 이용하여 차량 
바닥에서의 열유속을 측정하였다. Fig. 11 은 철도

차량 내장재의 화재시 시간에 따른 열방출율이다. 
초반의 버너의 HRR 이 계측된 HRR 보다 작은 이
유는 칼로리메타로까지 연소가스가 도달하는데 시
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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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eat release rate 

4. 결언 

철도차량 중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단부영역

을 건축물 표면재의 화재시험을 수행을 위한 
ISO9705 규격의 시험공간 안에 모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ISO9705 의 2.4m×3.6m×2.4m 공간에 신구

형 내장재를 장착하였다. 화원으로는 해당규격의 
표준버너를 이용하여 CEN/TS 45545 Part 1 규격의 
화원 중 가장 큰 규모로 선정하였다.  본 시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였다. 
   
․ 시편수준의 시험(콘칼로리메타 등)으로는 실제 

시스템(철도차량)의 화재전파 양상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  화염이 철도차량 천장에 전파된 이후에는 천
장에서의 화염에서의 복사열로 인하여 하부의 
의자 및 바닥에 화염이 전파되어 차량 내부 전
역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대규모의 화재로 성장

한다.  
  ․  실규모의 차량 화재시험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에 여기서 수행된 차량 일부분을 모사한 중대

형 규모의 시험수행으로 화재발생 초기에서 전
역화재가 발생되기 전까지의 화재양상을 모사

할 수 있다.  
․ 철도차량 내부의 화재의 성장은 환기에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시험결과는 철도차량의 화재전파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의 검증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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