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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CH4 및 C3H8 연료의 컵버너 비예혼합화염에서 Swing, Rotation, Lifted 및 Blow-out과 같은 화염 불

안정성을 발생시키는 불활성기체(N2, Ar, CO2 및 He)의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소화기준(즉, 화염날림 또는 화염불안정성

개시)에 따른 소화농도의 정량적 차이를 검토하였다. 소화농도의 차이는 부상화염의 발생 그리고 낮은 소화성능의 불활

성기체일수록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소화기준에 따른 소화농도의 최대 차이는 C3H8-air 비예혼합화염의 최대 연료유속의

조건(1.3 cm/s)에서 약 35%이다. 또한 화염 불안정성의 개시를 기준으로 측정된 소화농도는 정확한 그리고 경제적 설계

농도의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concentrations of inert gases (N2, Ar, CO2 and He) required to induce the flame instabilities such as swing, rota-

tion, lifted and blow-out were measured in a cup burner nonpremixed flames for CH4 and C3H8 fuels. Quantitative differ-

ences in the extinguishing concentration with fire suppression criteria (i.e. blow-out or onset of flame instability) were

also examined.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extinguishing concentration was increased with the appearance of lifted

flame and the low extinguishing performance of inert gaseous. The maximum difference in extinguishing concentration

with the suppression criteria was approximately 35% at the highest fuel velocity condition (1.3 cm/s) for the C3H8-air non-

premixed flame. It can be also expected that the extinguishing concentration by the criteria based on the onset of flame

instability will provide the useful inform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accurate and economical desig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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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스계 소화약제의 성능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법으로서,

소화농도의 측정 정확도 및 재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컵버

너 시험법은 액체 및 기체연료에 대하여 소화약제의 소화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국제적 표준 절차이다
(1,2)

.

컵버너는 원형의 컵에서 공급된 액체 또는 기체연료와 동

축(co-axial)으로 공급된 공기가 노즐의 가장자리(edge)에

서 작은 와류(eddy)를 생성시켜 비교적 빠른 연료/공기 혼

합을 통해 높은 안정성을 갖는 비예혼합화염을 형성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구획화재의 상황에서 화염으로 유입되는

공기류는 부분적인 연소생성물에 의해 희석되기 때문에,

공기류에 소화약제의 공급을 통한 컵버너의 소화현상은

화재상황을 부분적으로 모사할 수 있다. 또한 안정된 정지

화염(stationary flame)을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화농

도 측정의 높은 재현성을 제공하며, 단순한 구조를 통해

반복실험의 용이성을 갖고 있다
(3,4)

. 이러한 배경 하에 높

은 화염 안정성을 갖는 컵버너에서 비예혼합화염에 대한

소화농도는 일반적인 구획화재에서 요구되는 소화농도의

값보다 큰 값을 가지며, 추가적인 안전계수의 도입과 함께

전역방출방식의 소화농도 산출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되

고 있다.

컵버너에 관한 연구는 크게 장치설계와 소화농도 측정

의 정확성 및 재현성에 관한 연구(즉, 표준 시험방법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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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및 개선)와 컵버너 비예혼합화염의 소화현상에 관한 연

구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컵버너의 표준시험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Hirst 등
(4)
은 표준장치로서의 컵버너 제

안배경을 언급하였으며, 다양한 연료와 소화약제에 대하여

공기와 소화약제의 유량, 연료 온도, 산소농도 등의 변화

가 소화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컵 주위를

통과하는 공기의 유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때 최대 소화

농도가 균일화되는 영역(plateau region)이 발생되며, 이를

통해 공기 유량을 결정하는 표준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Preece 등
(5)
은 헵탄-공기 비예혼합화염을 대

상으로 컵버너 소화농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으로써, 공기 및 소화약제 혼합기의 유량 및 온도, 예열시

간, 소화약제 첨가율 및 연료 표면의 높이 등이 소화농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Saso

등
(6)
은 공기유량과 컵버너 직경/연소실(chimney)의 직경

비가 동일한 조건에서 컵버너의 크기는 소화농도와 소염

직전의 화염거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에도 지속적으로 소화농도 측정의 정확성 및 재현성의 관

점에서 Robin 등
(7)
과 Senecal

(8)
에 의해 ISO와 NFPA의 표

준시험장치 및 절차에 관한 개선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소화약제를 대상으로 컵버너 비예혼합화염의 소

화현상에 관한 연구로서, 초기 연구들
(4,6,9)
은 주로 우수한

소화성능을 갖는 할론(Halon 1301) 소화약제에 대한 소화

농도 및 현상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존 할론 소

화약제의 높은 환경파괴지수(오존층 파괴지수 및 지구 온

난화지수)로 인하여, 최근에는 청정소화약제 특히 불활성

기체(inert gas)의 소화현상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대표적으로 Saito 등
(10)
은 N2, Ar, CO2 및 이들의

혼합물에 대한 소화농도를 측정하고, 불활성기체의 소화특

성을 단열 화염온도롤 통해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Senecal
(11)
은 불활성기체의 열적 소화효과의 관점에서

소화약제의 열용량에 따른 소화성능 예측을 시도하였다.

소화현상 이해를 위한 물리적 접근과 관련하여 Takahashi

연구그룹
(12-14)
은 불활성기체가 적용된 CH4-air 비예혼합화

염을 대상으로 비정상 다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화염의 동

적거동 및 내부구조, 물리 및 화학적 소화효과, 화염날림

에 의한 소화현상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최근에, Pittz 등
(15)
은 컵버너와 동일한 원리의 동축 제트

화염이 생성될 수 있는 Santoro 버너
(16)
를 이용하여 N2, CO2,

He 및 Ar이 소화약제로 적용된 CH4-air 비예합화염에서

불활성기체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부착화염, 노즐 출구 근

처에서 탈부착 및 재부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화염진

동(flame oscillation), 부상화염(lifted flame) 및 화염날림

(blow-out)과 같은 단계별 화염 불안정성이 발생됨을 확인

하였다. 이와 유사한 단계별 화염 불안정성은 불활성기체

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소화근처의 헵탄 컵버너 실험
(17)
에

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화염 불안정성이 개시되는

화염진동에서 화염날림까지의 소화농도 폭과 화염 진동

이후에 부상높이는 불활성기체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된다. 특히 He의 경우에, 부상높이의 급격한 증가로

화염은 주위 공기가 충분한 하류에서 안정화되며, 다량의

추가적인 He의 첨가를 통해 최종 화염날림이 발생된다.

그 결과 NFPA
(1)

 및 ISO
(2)

 표준 시험법에 제시되고 있는

산소농도의 감소로 인한 화염날림의 소화기준(소화기준 I)

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모든 불활성기체의 첨가 시 공통

적으로 발생되는 화염 불안정성의 개시, 즉 진동하는 화염

이 발생되는 조건을 소화기준(소화기준 II)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제안되었다
(15)

. 그 결과

NFPA 및 ISO 등에서 적용되는 소화기준 I과 Pittz 등
(15)
이

제안한 소화기준 II에 의한 소화농도는 정량적으로 차이를

갖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화기준에 따

른 소화농도의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소화약제의 설계량

산정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의 제시는 문헌상에 제시되

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컵버너를 이용하여 연

료의 종류(CH4, C3H8) 및 불활성기체(N2, Ar, CO2, He)를

이용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단계별 화염 불안정성이

발생되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측정하고, 최종 소화기준 I과

II에 따른 소화농도의 정량적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향후 보다 정확한 소화약제의

설계량 산정의 타당성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실험방법 및 단계별 화염 불안정

소화기준에 따른 불활성기체 소화농도의 정량적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ure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NFPA

2001의 기준
(1)
으로 제작된 컵버너 장치가 사용되었다. 컵

버너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석영 재질의 연

소실이 사용되었다. 연료가 공급되는 컵은 버너 중심에 위

치하며, 외경 28 mm와 두께 1 mm로 제작되었으며, 연소

실의 내경은 85 mm이다. 연료로는 CH4와 C3H8이 사용되

었으며, 불활성기체로는 N2, Ar, CO2, He이 적용되었다.

버너 내부의 연료 및 공기/소화약제의 균일한 공급을 위하

여 컵버너 내부 및 연소실 하부에는 직경 3 mm의 유리구

슬이 채워졌다. 모든 공급 기체는 버블 유량계로 보정된

오차 ± 1% 미만의 질량유량계(MFC)를 통해 공급되었다.

버너로 공급되는 연료, 공기 및 불활성기체의 압력 및 온

도조건은 각각 1 atm 및 25 ± 2
o
C이다. 연료와 공기의 공

급 및 점화 이후 안정된 화염이 생성된 후에, 첨가된 불활

성기체는 혼합용기를 통해 공기와 불활성기체의 완전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컵 주위의 공기유량은 10~50 L/min의 범위

에서 10 L/min 간격의 증가에 대한 소화농도 측정을 통해

공기유량의 증가에 따라 최대 소화농도의 변화가 안정화

되는 영역(plateau region, 0.2% 범위 내에서 일정)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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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1)

.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상 40 L/min의 공기

유량이 표준조건으로 적용되고 있다
(4)

. 그러나 불활성기체

가 소화약제로 적용된 경우, 이러한 안정화 영역이 발생되

지 않기 때문에 공기유량의 선정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5)

.

기체 연료의 유량 역시 표준 시험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액체 시험연료인 헵탄을

기준으로 유사한 화염길이(8 cm)를 갖도록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 시험조건은 다양한 가스계 소화약제의 소화

성능의 절대적인 비교를 위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다

양한 연료 및 연소조건에 따른 화염길이, 부력효과, 공기

유입, 화염강도 및 화염신장율에 따른 비예혼합화염의 단

계별 화염 불안정 발생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는 표준 시험조건을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의 공기 및 연

료유량에 대한 소화농도 측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즐

출구의 단면 평균유속을 기준으로 공기는 5.5~16.4 cm/s의

범위가 적용되었으며, CH4와 C3H8은 각각 1.2~2.6 cm/s와

0.4~1.3 cm/s의 범위가 사용되었다. 연료와 공기의 공급 및

점화를 통해 안정된 화염이 생성된 후, 90~120 s 동안 가

열된 후 공기류에 불활성기체가 공급되었다. 불활성기체

유량은 화염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10~15 s 간격으로 점차

적으로 증가되었다. 추가적인 실험방법 및 조건은 NFPA

의 표준 시험법
(1)
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단계별 화염 불

안정성을 발생시키는 소화약제의 농도 C는 다음 식에 의

해 계산되었다.

(1)

여기서 C는 소화농도(%), Qair와 Qagent는 각각 공기와 단

계별 화염 불안정성이 발생되는 소화약제의 체적유량(L/

min)을 의미한다. 소화약제의 농도측정은 각 조건별 5회

반복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때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그림

에 도시하였다. 화염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위하여 셔터속

도가 60 프레임으로 설정된 디지털 카메라(CANON EOS-

600D)와 캠코더(SONY HDR-PJ580)가 사용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불활성기체에 의한 단계별 화염 불안정성

불활성기체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단계별 화

염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ure 2는 CH4-air 비예

혼합화염에 N2 첨가량에 따른 화염사진을 나타낸 결과이

다. 이때 공기 및 연료의 유속은 노즐 림(rim)의 위치에서

단면 평균유속으로 각각 표준 실험조건에 해당되는 14.56

cm/s 및 1.46 cm/s이다. 주위류에 단지 공기만이 공급되었

을 때 화염은 노즐 림에 부착되어 있다. 노즐 림 근처의

화염은 연료/공기의 빠른 혼합으로 인하여 청염을 보이고

있으며, 화염의 하류에서는 soot의 존재로 인하여 황염이

발생하게 된다. 고정된 연료 유속의 조건에서 공기류에 N2

의 첨가는 유속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화염의

하부(base) 위에서 화염면이 반경방향으로 약간 안쪽으로

휘어지는 형상(necked flame)을 보이고 있다. 이때 화염

하부는 주위류의 증가와 노즐 림의 냉각으로 약간 하류의

위치에서 안정화된다. 그 결과 연료와 공기의 혼합 촉진

C = 
Qagent

Qair + Qagent

------------------------------⎝ ⎠
⎛ ⎞ 100×

Figure 1. Schematic of cup burner test apparatus.

Figure 2. Direct photographies of flame shape including the flame instability phenomena with increasing N2 agent in a air

stream for CH4-air nonpremixed 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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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soot 생성을 위한 체류시간의 감소로, N2 증가에 따라

황염 발생이 시작되는 축방향의 위치는 하류방향으로 점

차 이동함을 알 수 있다. N2 첨가량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화염은 전체적으로 청염이 된다. 이때 화염 하부는 축방향

으로 국부적 탈부착-재부착의 주기적 반복이 발생되는 진

동화염(oscillated flame)이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의 화염

불안정성 단계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17)
와 동일하게

스윙(swing)으로 명명하였다. 추가적인 N2의 증가로 화염

은 축방향으로 증가된 진폭을 갖는 스윙현상을 보이면서,

불특정 방향의 회전이 발생되는 매우 불규칙한 동적거동

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회전(rotation)으로 표기하

였다. 화염 불안정성의 마지막 단계로서, N2의 증가로 최

종 소화가 발생되는 화염날림(blow-out)이 발생하게 된다.

단계별 화염 불안전성에서, 회전과 화염날림의 사이에는

화염의 하부가 하류방향으로 소염 길이(quenching distance)

보다 높은 위치에서 안정화되는 부상화염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부상화염의 특성 및 원인규명은 연소공학

적 관점에서 화염 안정성 개선을 위하여 매우 많은 연구들

이 진행되어왔다.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 층류 비예혼합

화염의 부상은 노즐 림 근처의 유속이 화염 선단부의 예혼

합 화염전파속도를 초과할 때 발생되며, 화염 선단부의 유

동속도와 삼지화염의 전파속도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안정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18)

. 이러한 복잡한 부상화염의

특성은 연료의 종류, 유동의 기하학적 형상 및 배열, 열손

실 및 연료/산화제의 혼합도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19)

. 부

상화염의 발생여부는 Chung 등
(18)
에 의해 제안된 제트 상

사성 이론(jet similarity theory)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연료의 Schmidt number(Sc, 공기의 점성계수와 공기

중 연료의 확산계수의 비)가 Sc < 0.5 또는 Sc > 1의 조건

에서는 안정된 부상화염이 존재하지만, 0.5 < Sc < 1의 조

건에서 노즐에 부착된 화염은 안정화된 부상화염이 없이

바로 화염날림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 결과 본 연

구에서는 순수 CH4 연료(Sc ≈ 0.714)의 경우에는 부상화

염이 발생되지 않으며, 순수 C3H8 (Sc ≈ 1.403)의 경우는

특정 연료 유속조건 이상에서 부상화염이 관찰되었다. 그

러나 공기류에 He이 혼합된 경우에는 연료종류와 상관없

이 고려된 모든 공기 및 연료의 유속조건에서 안정된 부상

화염이 발생되었다. Figure 3은 CH4와 C3H8 연료의 표준

실험조건에서 공기류에 He 유량을 증가시킬 때 발생된 부

상화염의 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각 연료의 화염사진에서

좌측은 안정된 부상화염을 촬영한 것으로 He의 첨가에 따

라 연료에 상관없이 모두 노즐 림으로부터 안정된 부상화

염이 발생됨을 볼 수 있다. 우측 사진을 살펴보면, He 유

량이 더욱 증가됨에 따라 CH4 연료의 경우 부상높이가 증

가되지 않고 화염날림이 발생되며, 이때의 순간 사진을 나

타낸 것이다. 반면에 C3H8의 경우에는 He 유량의 증가에

따라 안정된 부상화염의 높이는 더욱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다. 공기류에 첨가된 불활성기체의 유량이 증가하더라도

화염면 선단의 Sc는 제트 상사성 이론에서 제시한 부상화

염 발생여부를 결정하는 경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N2, Ar 및 CO2의 첨가조건에서 부상화염

이 발생되지 않고 오직 He의 첨가조건에서만 안정된 부상

화염이 발생된 이유는 Um 등
(20)
의 연구결과를 통해 추측

될 수 있다. 즉 다른 불활성기체와는 달리 He은 매우 작은

밀도로 인한 높은 부력효과의 증가로 부상화염이 발생되

는 임계 Sc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 결과 0.5 < Sc < 1

의 조건에서도 안정된 부상화염이 존재하게 된다
(21)

. 불활

성기체의 첨가에 따른 부상화염의 특성에 관한 보다 상세

한 내용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3.2 단계별 화염 불안정성의 소화약제 농도

Figure 4는 CH4-air 비예혼합화염에서 공기류에 N2, Ar,

CO2 및 He이 첨가되었을 때, 공기 유속의 증가에 따른 단

계별 화염 불안정성을 발생시키는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

다. 이때 연료의 유속은 표준 시험조건과 동일하게 고정되

었다. 각 그림에 삽입된 점선은 표준시험법(공기 40 L/

min)에 따른 공기유속 조건을 의미하며, 에러 바는 5회 반

복실험을 통한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방법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불활성기체가 소화약제로 사용될

때는 공기 유속의 증가에 따라 최종 화염날림이 발생되는

소화농도의 안정화영역(plateau region)이 발생되지 않고
(5)

비교적 선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화염 불안정성이 개

시되는 스윙과 최종 소화가 발생되는 화염날림의 농도 차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O2 > He ≈ N2 > Ar의 순서로

불활성기체의 소화성능을 보이고 있다. 먼저 N2의 경우

(Figure 4(a))를 살펴보면, 검토된 공기 유속의 범위에서

화염날림이 발생되는 소화농도는 최소 24.4%에서 최대

25.2%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최소값을 기준으로 약 3%

의 작은 변화량을 보이고 있다. 스윙 및 회전이 발생되는

소화약제의 농도의 경우 역시 공기 유속의 변화에 큰 영향

을 받지 않는다. CO2 및 Ar의 경우를 살펴보면, N2와 유

Figure 3. Comparison of lifted flames for (a) CH4-air/He and

(b) C3H8-air/He (left and right side of each photo show ini-

tial and finial stages of lifted fl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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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단계별 화염 불안정성이 발생되는 농도들은 공기

유속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공기 유속의 증가에 따라 화염 불안정성이 개시되는

스윙과 최종 단계인 화염날림의 농도 차이는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비록 이러한 농도 차이는 정량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소화기준에 따른 소화농도의 차이는 공기유속 증

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화염날림의 기준에서 유사한 소화농도를 갖는 N2와

He의 결과를 비교해보자. 참고로 다른 불활성기체와는 달

리 He의 조건에서만 유일하게 부상화염이 발생되었다. 화

염 불안정성이 개시되는 스윙의 발생은 He의 경우에 N2와

비교할 때 보다 낮은 농도에서 발생된다. 그러나 Figure

Figure 4. Extinguishing concentrations of inert gases with increasing air velocity for the CH4-air nonpremixed flames.

Figure 5. Extinguishing concentrations of inert gases with increasing fuel velocity for the CH4-air nonpremixed flames.



Fire Sci. Eng., Vol. 28, No. 3, 2014

컵버너시험에서 소화기준에 따른 불활성기체의 소화농도에 대한 정량적 차이 39

4(d)에서 화염날림의 점선으로 표기된 구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기 유속 6.4 cm/s에서 부상화염 이후 최종 화염

날림이 발생되는 농도는 불연속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부상화염이 발생되는 He의 경우에 소화기

준 I(화염 불안정성 개시, 즉 스윙 발생농도)와 소화기준

II(화염날림 발생농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소화농도는 크

게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는 CH4-air 비예혼합화염에서 연료 유속의 증가

에 따른 단계별 화염 불안정성을 발생시키는 농도를 도시

한 결과이다. 이때 공기의 유속은 표준 시험조건과 동일하

게 고정되었다. 고려된 모든 불활성기체에 대하여 화염날

림이 발생되는 소화농도는 연료 유속증가에 따라 점차적

으로 감소되며, 그 차이는 최소값을 기준으로 최대(Ar의

경우) 약 8% 범위 내에 있다. Figure 4의 공기 유속증가에

따른 농도들과 비교할 때, 각 불활성기체에 대하여 연료

유속증가에 따른 단계별 소화약제의 농도 차이는 전반적

으로 증가되었다. 그 결과 소화기준에 따른 소화농도의 차

이는 공기보다는 연료의 유속변화에 따라 더욱 증가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표준 시험조건을 기준으로 소화기준에

따른 소화농도의 상대적 차이(δr)를 살펴보면, N2, Ar, CO2

및 He에 대하여 각각 10.5%, 15.7%, 16.8% 및 17.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이때 소화기준에 따른 상대적

차이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2)

여기서 CcriterionI와 II는 각각 소화기준 I과 II에 의해 측정

된 소화농도를 의미한다.

Figure 6은 C3H8-air 비예혼합화염에서 공기 유속의 증

가에 따른 단계별 화염 불안정성을 발생시키는 농도를 도

시한 결과이다. C3H8 (Sc ≈ 1.403) 연료는 CH4 (Sc ≈ 0.714)

와는 달리 Sc > 1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료의 유속

증가에 따라 안정된 부상화염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컵버너의 표준 시험법에 의해 C3H8 연료의 유속(0.44 cm/

s)은 매우 낮기 때문에 He을 제외한 불활성기체의 공기류

첨가에 따라 부상화염이 발생되지 않았다. 먼저 N2, Ar 및

CO2의 결과를 살펴보면, Figure 4에 제시된 CH4 연료의

결과와 정성적으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CH4 화염에 비해 C3H8 화염에서 각 불활성기체의 소

화농도가 상당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료의 유속증

가에 따른 각 불활성기체의 단계별 화염 불안정성 농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CO2의 경우 스윙에서 화염날림까지의

소화농도 차이는 매우 작은 반면에, Ar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N2는 그 중간 범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

상은 CO2 > N2 > Ar의 순서를 갖는 소화성능을 통해 유추

될 수 있는데, Ar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소화성능

으로 인하여 최종 화염날림까지 더욱 많은 유량공급이 요

구됨을 짐작할 수 있다. Figure 4의 CH4 연료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위 결과로부터 화염 불안

정성의 개시에 해당되는 스윙의 발생 이후, 회전을 거쳐

최종 화염날림까지의 소화농도 차이는 소화약제의 성능에

크게 의존할 수 있으며, 비효율적 소화성능을 갖는 소화약

제의 경우에 소화기준에 따른 소화농도의 차이는 크게 증

가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δr = 
Ccriterion I − Ccriterion II

Ccriterion I

------------------------------------------------- 100 %( )×

Figure 6. Extinguishing concentrations of inert gases with increasing air velocity for the C3H8-air nonpremixed flames.



40 조재호·황철홍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8권 제3호, 2014년

으로 He의 결과를 살펴보면, 스윙→회전→부상화염의
단계별 불안정성을 발생시키는 농도의 차이는 매우 좁은

반면에, 부상화염 이후에 최종 화염날림이 발생되는 소화

농도까지는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노즐 림에서 특정

높이(하류)에서 안정화된 부상화염은 주위류의 공기와의

혼합이 용이하기 때문에 부상되지 않은 화염에 비해 추가

적인 양의 소화약제의 공급이 이루어질 때 화염날림이 발

생하게 된다. 그 결과 부상화염의 존재로 인한 최종 화염

날림의 소화농도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Figure 7은 C3H8-air 비예혼합화염에서 연료 유속의 증

가에 따른 단계별 화염 불안정성을 발생시키는 농도를 도

시한 결과이다. 연료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N2, Ar 및

CO2의 경우에도 부상화염이 발생되고 있다. 단계별 화염

불안정성으로서 스윙, 회전 및 부상화염이 발생되는 농도

는 연료 유속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부상화염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최종 화염날림이 발생되는 농도 역시 선형적으로 감소되

다가, 부상화염 이후에는 불연속적으로 급격히 증가(점선

으로 표기)되어 초기 유속조건에서와 유사한 화염날림의

소화농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Figure 6에서 언급된 바

와 같이 부상화염 이후에 화염날림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

우 많은 양의 소화약제의 공급이 요구되며, 그 결과 소화

기준에 따라 CH4 화염에 비해 더욱 큰 소화농도의 차이를

갖게 된다. He이 첨가된 경우에는 초기 연료유속(0.44

cm/s)에서 이미 부상화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연료 유속

증가에 따른 화염날림의 소화농도에 대한 불연속적 변화

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상화염의 농도와 화염날림

의 농도의 큰 차이는 다른 불활성기체와 동일한 원인에 의

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 결과를 통해 소화기준에 따른 소화농도 차이의 증가

원인은 부상화염의 발생 유무와 부가적인 소화약제의 소

화성능(효율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CH4에 비해

안정된 부상화염의 형성이 가능한 C3H8 화염, 그리고 증

가된 부력효과로 인하여 안정된 부상화염을 발생시키는

He의 첨가조건에서 스윙과 화염날림의 농도차이가 더욱

증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상화염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낮은 효율의 소화성능을 갖는 불활성기체의 경우에 스윙

→회전→화염날림의 단계별 불안정성을 발생시키기 위

해 더욱 많은 양의 소화약제의 공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3.3 소화기준에 따른 소화농도의 정량적 차이

소화기준에 따른 소화농도의 정량적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Figure 8은 CH4 및 C3H8 연료에 대하여 표준 시험

조건에서 소화기준에 따른 소화농도의 상대적 차이를 도시

한 결과이다. 먼저 CH4 연료(Figure 8(a))를 살펴보면, 고

려된 불활성기체에 대하여 상대적 차이는 10.5%~17.7%

의 값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소화기준에 따른 소화농도의

상대적 차이는 식(2)에서와 같이 최종 화염날림이 발생되

는 각 소화약제의 소화농도로 무차원되었기 때문에, 3.2절

에서 언급된 부상화염의 발생여부 및 소화약제의 효율성

차이에 의한 단계별 소화농도의 정량적 차이를 직접적으

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PA 및 ISO

의 기준에 의한 화염날림이 발생되는 소화농도와의 상대

적 차이는 소화약제의 설계량 산출을 위한 정량적 오차를

Figure 7. Extinguishing concentrations of inert gases with increasing fuel velocity for the C3H8-air nonpremixed fl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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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C3H8 연

료의 경우 역시, 소화기준에 따른 소화농도의 상대적 차이

는 11.5%~14.3%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ure 9는 CH4 및 C3H8 연료에 대하여 최대 연료 유속

조건에서, 소화기준에 따른 소화농도의 상대적 차이를 도

시한 결과이다. CH4 연료의 경우에 Figure 5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최대 연료 유속조건에서 스윙과 화염날림의 상대

적 소화농도 차이는 7.4%~24.9%로 표준 시험조건(Figure

8(a))에 비해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넓게 분포됨을 알 수

있다. C3H8 연료의 경우에는 부상화염의 발생으로 인하여

CH4 연료에 비해 매우 증가된 상대적 소화농도를 가지며,

정량적으로 35.9%~40.4%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가장 높은 소화농도(화염날림 소화농도)가 적용되는 기존

의 NFPA 및 ISO의 기준은 화재안전의 관점에서 보수적

인 설계방법에 해당될 수 있으나, 불활성기체에 대한 화염

의 단계별 불안정성을 바탕으로 제안된 보다 타당한 소화

기준
(15)
으로 산출된 소화농도는 정확하고 경제적인 소화약

제 설계의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H4 및 C3H8 연료의 컵버너 비예혼합화

염에서 불활성기체(N2, Ar, CO2, He)의 종류에 따른 단계

별 화염 불안정성이 발생되는 농도를 측정하고, NFPA 및

ISO 표준 시험법에서 적용되는 화염날림의 소화기준과 화

염 불안정이 개시되는 순간의 소화기준에 따른 소화농도

의 정량적 차이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기류에 불활성기체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스윙, 회전

및 화염날림의 단계별 화염 불안정성 현상이 관찰되었다.

연료의 종류에 따른 Schmidt number의 차이 및 첨가된 불

활성기체의 종류에 따른 부력효과의 상대적 차이로 인하

여, 회전과 화염날림의 사이에서 부분적인 부상화염 발생

조건이 확인되었다. 특히 He의 첨가 및 비교적 높은 유속

조건의 C3H8 연료에서 부상화염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안

정된 부상화염의 발생은 연료 유속증가에 따른 화염날림

의 소화농도 불연속적 증가를 가져온다. 또한 부상화염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불활성기체의 소화성능이 감소될수록

Figure 8. Relative differences (δr) of extinguishing concentration with fire suppression criteria at the standard condition for CH4

and C3H8 fuels (criterion I: blow-out, criterion II: onset of flame instability).

Figure 9. Relative differences (δr) of extinguishing concentration with fire suppression criteria at the highest fuel velocities

examined respectively for CH4 and C3H8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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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에서 최종 화염날림까지의 농도 차이는 증가되었다.

이들의 원인으로 인하여 화염날림의 소화기준과 화염 불

안정성 개시의 소화기준에 따른 소화농도의 차이는 크게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컵버너 표준 시험조건에서 소화기준에 따른 소화농도의

상대적 차이는 약 15%에 해당되며, C3H8 연료의 최대 유

속조건에서는 소화약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약 35%의 큰

소화농도 차이가 발생되었다. 화염날림의 소화농도가 적용

되는 기존의 NFPA 및 ISO의 기준은 화재안전의 관점에

서 보수적인 설계방법에 해당될 수 있으나, 불활성기체에

대한 화염의 단계별 불안정성을 바탕으로 제안된 보다 타

당한 소화기준으로 산출된 소화농도는 정확하고 경제적인

소화약제 설계의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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