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화재 안전성 평가 절차는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하중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구조물의 영향을 분석

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는 화재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온도 기준을 통해 안

전성을 검토하고 화재시뮬레이션-열전달해석-구조해석을 함께 수행하는 열-구조해석을 통하여 더 세밀하게 안전성을 평가한다. 따라

서, 열-구조해석 기술의 정확도는 신뢰도 높은 화재 안전성 평가를 위한 핵심 기술이며 이러한 열-구조해석 기술의 정확도 검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실험 결과와의 비교이다. 화염의 특성 및 부재의 열전달 특성 분석, 온도의존성 물성치 데이터 구축, 구조물 자체

의 내화성능 검증, 수치 모델의 개발 및 검증의 목적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화재 실험이 수행되었지만, 주로 가스 온도와 부

재 온도 계측에 주안점을 둔 유체 관점의 실험이 많이 수행되어 왔다. 이와 달리, 화재에 의한 구조물의 변위를 계측한, 즉 구조적인 영향 

관찰에 주안점을 둔 구조 관점의 화재 실험은 화염과 연기가 혼재된 고온 환경에서 변위를 계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화원의 열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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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validate the fire safety assessment of structures, many structural experiments under fire load have been conducted. However, 
most of these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restricted environments, such as inside a furnace, and experiments were seldom carried out in open 
space. In this study, an experimental study on H-beams, frequently used as structural reinforcements, was carried out for validating the 
thermal-structural analysis method under development. A 1.8 MW burner fire was adopted with each end of the H-beam fixed without a 
mechanical load. Gas temperature, steel surface temperature, and displacements were then measured. During the experiment, gas and steel 
temperatures were obtained at 9 and 17 points near the H-beam,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displacements of the 
H-beam under fire load at 6 points were obtained. Furthermore, it was verified that the stable displacement measurements via the contac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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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렵기 때문에 Furnace와 같은 제한적인 환경에서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개방된 공간에서 수행된 화재 실험 결과는 찾아보기 어

려울 정도로 매우 드물게 수행되어 왔다. British Steel Corporation(BSC)는 강재 보, 기둥과 같은 구조물의 표준 화재 실험 결과를 정리하

였고(Wainman and Kirby, 1988; Wainman et al., 1990), Cong은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구조 부재로 많이 사용되는 I형강을 대상으로 Furnace 
화재 실험을 수행하여 부재 온도를 계측하고 Furnace 외부에 노출된 시편 상부에 접촉식 변위센서(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VDTs)를 설치하여 기계 하중을 받는 시편의 수직 방향 변위를 계측하였고(Cong et al., 2005) 이 실험 결과는 다른 연구자들의 수치 해석 

기법 개발에 많이 사용되었다(Kim, 2014; Kim et al., 2017). 강재 뿐 아니라 섬유강화플라스틱(Fibre-reinforced plastic, FRP)로 만들어진 샌

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화재 실험도 수행된 바 있다(Rahm et al., 2017).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실험들은 모두 Furnace 내부에

서 수행되었다. Furnace 화재 실험의 경우, Furnace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화재시뮬레이션 구현의 의미가 

없어져 엄밀한 화재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열-구조해석 기술의 검증에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화재 실험을 수행할 때 변위를 계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LVDTs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 하지만 LVDTs는 주로 대상 구조물의 비 가열면에 장착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고온의 화염과 연기가 혼재된 환경에서 사용하기 어려

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Choe는 국부 화재 하중을 받는 강재 보의 변위를 특별 제작한 

Potentiometer를 활용하여 변위를 계측하였고(Choe et al., 2016), Hodges는 Thermographic digital image correlation(TDIC)를 사용하여 화재 

하중과 기계 하중을 복합적으로 받는 알루미늄 보의 내화성능을 평가하였다(Hodges et al., 2016). 이와 같이 고온의 화염과 연기가 혼재

된 환경에서의 변위 계측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접촉식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의 경우 단열 처리한 연장선을 활용하는 방향으

로, 비접촉식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영상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변위 계측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구조해석 기술 검증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 보강재인 H형

강을 대상으로 수치 해석에서 화원 구현이 용이하고 실험 수행 시 열량 조절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버너 화재를 화원 조건으로 화재 실험

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스 온도, 부재 온도, 변위를 계측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특히, 변위 계측은 단열 호스로 단열 처리된 연

(a) Front view (b) Side view
Fig. 1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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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을 활용한 String potentiometer를 사용하여 수직, 수평 방향 변위를 계측함으로써 시간영역에서 화재에 의한 하중 이동 경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버너 화재 실험

버너 화재 실험은 1947년에 설립되어 화재 공학 분야에 수많은 경험을 보유한 Southwest Research Institute(SwRI)의 화재실험장에서 수

행되었다. 화재실험장의 크기는 약 18m × 12m × 12m이며, 천장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실험 수행 시 대기 온도는 38℃이었으며 실험 

구성을 Fig. 1에 나타내었다.

2.1 대상구조물

버너 화재 실험을 위한 대상구조물인 H형강(Fig. 1의 A, ASTM A992, = 413MPa)을 제작된 지지대(Fig. 1의 C, ASTM A500 grade B, 

= 315 MPa) 위에 설치하였다. 시편의 규격은 ASTM W6 × 4(2)로 단면 제원은 Fig. 1의 D와 같으며 시편의 길이는 4,600mm이고 화염 노

출 길이는 4,200mm이다. 절단, 용접에 의한 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출된 시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지지대는 화염에 노출되는 

부분을 단열재인 세라믹 울을 사용하여 단열하고 특히, 지지대 상부에는 물을 주입하고 순환시켜 지지대가 고온에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지지대의 단면은 Fig. 1의 E와 같다. 

2.2 실험 조건

화원 조건은 1.8MW급 버너 화재이다. 일정한 열량의 화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편의 중앙 하부 1m 떨어진 위치에 폭 600mm, 길이 

1,000mm이고 높이 440mm의 Sand diffused propane burner(Fig. 1의 B)를 설치하였다. 코리올리스 질량 유량계를 사용하여 프로판 가스를 

버너 내부의 모래에 일정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Fig. 2와 같이 목표 열 방출율인 1.8MW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목표 열 방

출율은 식 (1)과 같이 연료의 유량과 유효 연소열의 곱으로 계산하였다. 연소 시간은 총 3,600초이다.

 ∆ (1)

여기서, 은 목표 열 방출율(MW), 은 연료의 목표 유량(kg/s), ∆는 연료의 유효 연소열(MJ/kg)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 열 방출

율을 1.8MW로 하고 프로판 가스의 유효 연소열을 46.5MJ/kg을 사용하여 목표 유량을 0.38kg/s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2 Measured propane flow rate and calculated heat release rate

버너 화재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실험 수행 시 화염의 움직임이 매우 큰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최소화하고 고온에 의한 계측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단열 가벽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버너 화재에 의한 열 하중과 경계조건에 의한 영향만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계 하중 없이 지지대에 시편을 양단 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양단 고정의 경계 조건은 Fig. 4와 같이 지지대 사

이에 시편을 얹고 앵글을 설치하여 접촉부를 용접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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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cation of wind shield walls
Fig. 4 Fixed end of specimen welded along all edges of both 
flanges

2.3 계측 데이터

화재 실험을 통해 계측되는 가스 온도, 부재 온도, 변위 계측 위치를 Fig. 5에 나타내었으며 Fig. 6에 실제 설치된 장비를 나타내었다. 
Fig. 6(a)에 가스 온도 계측을 위한 열전대를 나타내었으며 Fig. 6(b)에 부재 온도 계측을 위한 열전대를 나타내었다. Fig. 6의 (c), (d), (e), (f)
에 각각 수직, 수평 방향 변위 계측 장비가 설치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시편의 길이 방향으로 가스 온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5(a)와 같이 시편 상부 플랜지에서 100mm 떨어진 위치 7곳과 시편의 폭 

방향으로 950mm, 800mm 떨어진 위치(Fig. 3 참조)에 각각 열전대를 설치하여 가스 온도를 계측하였으며, 화염에 의한 시편의 부재 온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5(b)와 같이 시편 상·하부 플랜지 14곳, 웨브 3곳에 열전대를 설치하여 부재 온도를 계측하였다. 상부 플랜

지의 경우, 가스 온도와 부재 온도 경향을 함께 보기 위하여 시편 길이 방향으로 가스 온도 계측과 동일한 위치의 부재 온도를 계측하였

으며 웨브의 경우 화염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시편 중앙부에 주로 열전대를 설치하여 시편 중앙부의 길이, 높이 방향 온도 분포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하부 플랜지의 경우 시편 길이 방향 온도 분포를 최대한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상부 플랜지 부재 온도 계측 위치 사이

(a) Gas temperature

(b) Steel surface temperature

(c) Displacement
Fig. 5 Measurement positions of burner fir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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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rmocouple for gas temperature measurement (b) Thermocouple for steel surface temperature measurement 

(c) Instrumentation for vertical displacement measurement (d) Instrumentation for horizontal displacement measurement 

(e) Support for horizontal displacement measurement (f) String potentiometer for displacement measurement

Fig. 6 Measurement instrumentation for fire experiment

 

의 부재 온도를 계측하였다. 이때 센서 라인 단열재의 부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열흐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열전대는 단열이 필

요하지 않은 Inconel-sheathed grounded-junction type “K” 열전대를 사용하였다. 
시편에 작용하는 열하중에 의한 수직, 수평 방향 변위를 계측하기 위하여 Fig. 6(f)와 같이 String potentiometer를 단열 가벽 뒤에 설치하

고 연장선을 Fig. 5(c)와 같이 상부 플랜지 3곳, 웨브 3곳에 설치하였다. 이때, 연장선은 Flexible fire resistance hose를 사용하여 단열 처리

함으로써 화염의 직접적인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부재 온도 계측 위치와 변위 계측 위치가 겹치는 위치에 Fig. 6(c)와 같이 받침대

를 설치하여 열전대와 변위 계측 연장선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받침대의 위치는 최소화하여 부재의 열전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축 방향으로 일정한 장력을 유지해야 하는 계측 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중에 의한 수평 방향 변위 계측 연장

선과 Hose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Fig. 6의 (d), (e)와 같이 관과 받침용 지지대를 설치하였다. 여기서 관의 크기는 최소화하여 부재의 

열전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Fig. 3과 같이 Visual displacement camera를 사용하여 영상 촬영 이미지 처리를 통한 변

위 계측을 함께 수행하여 계측 실패를 대비하였다. 여기서, 영상 촬영 이미지 처리는 사전에 동일한 촬영 각도로 단위 격자와 측정 위치

를 픽셀 단위로 저장한 뒤 촬영 영상을 이미지화하여 시간대별로 측정 위치의 픽셀 변화로 변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온의 영향을 받아 길이 방향으로 팽창하는 시편의 반력에 의해 지지대가 변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레이저 변위 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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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시편 길이 방향으로의 지지대 변위를 실험 직후 계측하였다.

3. Burner Fire Experiment Result

Fig. 7 and Figs. 9–12 presents the time history results obtained from the burner fire experiment for gas temperature, steel surface temperature, 
vertical displacement, and horizontal displacements and these results were analyzed, respectively.

Fig. 7 Gas temperature results of test specimen

(a) 200 s (b) 650 s (c) 962 s

(d) 1,210 s (e) 1,690 s (f) 2,600 s 

Fig. 8  Experimental scene to see the movement of the flame

3.1 가스 온도

시편 상부 플랜지에서 수직 방향으로 100mm 떨어진 위치에서 계측된 가스 온도 계측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고 계측 위치 별 가스 

온도를 부록 Fig. A1에 나타내었다. 계측된 최고 가스 온도는 시편 중앙에서 길이 방향으로 500mm 떨어진 위치인 GT5에서 가장 높은 온

도(약 800℃)가 계측되었는데, 이는 Fig. 8과 같이 관찰된 화염의 움직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Fig. 8의 (a), (c), (d), (e)는 버너 중심에서 

왼쪽으로 화염이 움직임을 보였고 그 결과 Fig. 7의 ①, ③, ④, ⑤와 같이 GT2, GT3에서 가스 온도가 높게 계측되고, GT4를 중심으로 대칭

하게 설치된 GT5, GT6에서 가스 온도가 낮게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되는 경우를 Fig. 8의 (b), (f)와 Fig. 7의 ②, 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열 가벽을 포함한 밀폐된 공간에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규칙적인 화염의 움직임이 발생한 원인은 시편 후면을 포함한 단열 가벽이 비대칭하게 설치되어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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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너 내부를 채워주고 있는 모래에 연료가 균일하게 분포되지 못하며 발생한 불균일한 연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

다. 가장 낮은 온도는 약 80℃로 시편 중앙에서 길이 방향으로 2,000mm 떨어진 GT1에서 계측되었다.

3.2 부재 온도

시편의 부재 온도 결과를 상부 플랜지와 하부 플랜지로 나누어  Fig. 9와 Fig. 10에 나타내었고 각 위치에서의 평균 온도와 최고 온도를 

정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평균 온도는 연소 시간인 0초에서 3,600초 동안 계측된 온도의 평균이다. 또한 계측 위치별 부재 

온도를 부록 Fig. A2에 나타내었다.
상부 플랜지의 경우, 시편 중앙부에서 500mm 떨어진 ST5에서 가장 높은 온도(평균 610℃, 최고 734℃)가 계측되었다. 이는 가스 온도 

분포 경향을 따라가는 결과이다. ST5를 중심으로 길이방향 온도 분포는 대칭 경향을 보이고 있고 버너 위치를 중심으로 대칭인 ST3과 

ST5의 온도 이력이 맞물리는 모습을 보여 Fig. 8에 보인 화염의 움직임에 대한 영향이 매우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부 플랜지의 경우, 시편 중앙부에서 약 200mm 떨어진 ST15에서 가장 높은 온도(평균 674℃, 최고 740℃)가 계측되었고 시편 중앙부

에서 약 700mm 떨어진 ST16에서도 높은 온도(평균 594℃, 최고 738℃)가 계측되었다. 상부 플랜지와 마찬가지로 가스 온도 분포 경향을 

따라가는 결과이며 상대적으로 화원과 가까운 하부 플랜지의 온도 분포가 화염의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Steel surface temperature results of upper flange Fig. 10 Steel surface temperature results of lower flange 

Table 1 Average and maximum steel surface temperature results of specimen

ST1 ST2 ST3 ST4 ST5 ST6 ST7
Avg. Temp. (℃) 125 243 377 521 610 410 157 
Max. Temp. (℃) 148 313 531 589 734 542 210 

ST11 ST12 ST13 ST14 ST15 ST16 ST17
Avg. Temp. (℃) 149 180 495 602 674 594 318 
Max. Temp. (℃) 171 247 653 673 740 738 418 

전반적으로 시편 중앙부에서 오른쪽으로 500mm 떨어진 위치를 중심으로 길이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낮은 온도 분포 경향을 보여 주

고 있지만 길이 방향으로 ST2와 ST3 사이에 위치한 ST12의 온도가 낮게 계측되어 이 센서의 데이터 외에는 합리적인 부재 온도 데이터

를 계측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변위

시편의 수직, 수평 방향 변위 이력과 변형 형상을 Figs. 11–13에 함께 나타내었고 계측 위치 별 변위를 부록 Fig. A3에 나타내었다. 그래

프의 Visual_Z, Visual_Y는 영상 촬영 이미치 처리로 계측한 수직, 수평 방향 변위이다.
화재 실험이 종료된 시점인 3600s에서의 시편 수직 방향 최종 변위는 시편 중앙부에서 500mm 떨어진 ZD3에서 약 9mm(최대 13.8mm) 

처진 것으로 계측되었다. 한편 시편 중앙부인 ZD2에서는 약 4mm(최대 9.6mm), 시편 중앙부에서 왼쪽으로 500mm 떨어진 ZD1에서 약 

3mm(최대 8.3mm) 이내의 변위가 계측되었다. 이는 모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작은 변위이다. 영상 촬영 이미지 처리를 통한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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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String potentiometer를 통해 계측된 변위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재 온도가 가장 높은 위

치인 시편의 수평 방향 최대 최종 변위는 시편 중앙부인 YD2에서 약 20mm가 계측되었다. 한편 시편 중앙부에서 길이 방향으로 500mm 
떨어

에서 가장 큰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인 수직 방향 거동은 아래로 처지다가 150~350초 이후에 위로 올라가는 거동을 보였다. 
진 위치인 YD1, YD3의 변위는 각 10, 12mm가 계측되었다. 시편의 중앙부에서 가장 큰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YD1, YD3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부재 온도가 높게 계측된 위치인 YD3에서 더 큰 변위가 발생하였다. 시편의 거동은 400초까지 정면에서 시편을 바라보았

을 때 뒤(–)쪽으로 변위가 발생하다가 400초 이후 앞(+)쪽으로 휘는 거동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수직 방향보다 수평 방향의 변위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축  방향으로 압축 하중을 받는 보의 변형과 유사하게 길이 방향으로 팽창하는 시편의 변위를 양단 고정의 경계조건

이 잡아주면서 반력에 의해 H형강 단면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라 강성이 약한 수평 방향으로 변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록 

Fig. A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험 종료 후 자연 소화 상태에서 계측한 변위를 통해 수직 방향 변형은 탄성 변형만이 발생하였으며, 수평 

방향 변형은 최대 20mm의 영구 변형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상 촬영 이미지 처리를 통한 변위 결과와 String 
potentiometer를 통해 계측된 변위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수직 방향 변위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험 종료 직후 레이저 변위센서를 활용하여 계측한 지지대 자체의 변형량은 약 10mm로 계측되었다.  

  

Fig. 11 Vertical displacement results of specimen  Fig. 12 Horizontal displacement results of specimen

Fig. 13 Deformed shape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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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화재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열-구조해석 기술 검증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대표적인 구

조 보강재인 H형강을 대상으로 화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조건은 1.8 MW급 버너 화재로 순수한 열 하중에 의한 영향을 관찰하고자 기

계 하중 없이 양단 고정단의 경계조건을 구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Inconel-sheathed grounded-junction type ”K” thermocouple을 시편 상

부 7개 포인트에 위치하여 가스 온도를 계측하였고, 상부 플랜지, 웨브, 하부 플랜지 17 포인트에 가스 온도와 동일한 열전대를 설치하여 시

편의 길이, 수직 방향의 온도 분포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String potentiometer를 활용하여 수직, 수평 방향 변위를 계측하여 열 하중이 작용

된 시편의 구조 거동을 관찰하였다. 또한, 변위 계측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영상 촬영 이미지 처리를 통한 변위 측정을 함께 수행하였

다. 실험 결과와 이에 대한 고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H형강을 대상으로 한 버너 화재 실험의 결과로 총 1시간 동안의 화염에 의한 시편 주변의 가스 온도(9 포인트), 부재 온도(17 포인

트)와 열 하중을 받는 시편의 수직, 수평 방향 변위(6 포인트)를 계측하였다. 
(2) 최고 가스 온도는 시편 중앙에서 길이 방향으로 500mm 떨어진 위치인 GT5에서 가장 높은 온도(약 800℃)가 계측되었고 전반적인 

가스 온도 분포는 GT5를 중심으로 길이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 실험 중 관찰된 화염의 움직임이 매우 컸으며 이로 인해 버너와 가장 가까운 시편 중앙부에 위치한 GT4가 아닌 시편 중앙부에서 오

른쪽으로 500mm 떨어진 GT5에서 가장 높은 가스 온도가 계측되었으며 전반적인 부재 온도 계측 결과도 이의 경향을 따라가는 결과를 

보였다. 상부 플랜지의 경우, 시편 중앙부에서 500mm 떨어진 ST5에서 가장 높은 온도(평균 610℃, 최고 734℃)가 계측되었고 하부 플랜

지의 경우, 시편 중앙부에서 약 200mm 떨어진 ST15에서 가장 높은 온도(평균 674℃, 최고 740℃)가 계측되었다.
(4) 열 하중을 받는 시편의 최대 수직 방향 최종 변위는 시편 중앙부에서 오른쪽으로 500mm 떨어진 위치인 ZD3에서 약 9mm 처진 것으

로 계측되었으며, 최대 수평 방향 최종 변위는 시편 중앙부인 YD2에서 약 20mm가 계측되었다. 전반적으로 수직 방향보다 수평 방향의 

변위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H형강 단면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라 강성이 약한 수평 방향으로 변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열-구조해석 기술 검증에 활용 가능한 시간영역에서의 가스 온도, 부재 온도, 변위 이

력을 확보하였다. 특히, 화염에 직접 노출된 위치의 수직, 수평 방향 변위 이력을 확보하였으며 영상 촬영 이미지 처리를 통한 변위 계측

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고온의 화염과 연기가 혼재된 가혹한 환경에서도 접촉식, 비접촉식 방법을 사용한 안정적

인 변위 계측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실험 중에 관찰된 화염의 움직임이 매우 커 시편 주위의 가스 온도, 부재 온도 분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Furnace와 같이 열량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수행되는 실험의 한계

와 목표 열량을 위한 적절한 연료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너 내부를 채워주고 있는 모래에 연료가 균일하게 분포되지 못하여 발

생할 수 있는 화재 실험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험을 통해 관찰한 현상의 세밀한 분석을 위하여 향

후 화염의 움직임을 반영한 열-구조해석을 수행하여 화재에 의한 열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하고 실험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

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추가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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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ppendix A Fire experiment results

Fig. A1 Test results – gas temperature (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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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1 Test results – ga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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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2 Test results – steel surface temperature (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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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2 Test results – steel surface temperature (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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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2 Test results – steel surface temperature (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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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2 Test results – steel surface temperature 

Fig. A3 Test results – displacement (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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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3 Test results – displac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