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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omparative analysis on the back-layer phenomena in the tunnel-fire driven flow is 

performed using numerical simulation with LES and RANS. FDS(Fire Dynamics Simulator) code is 
employed to calculate the fire-driven turbulent flow for LES and Smartfire code is used for RANS. 
Hwang and Wargo's data of scaling tunnel fire experiment are employed to compare with the present 
numerical simulation. The modeled tunnel is 5.4m(L) × 0.4m(W) × 0.3m(H). Heat Release Rate (HRR) 
of fire is 3.3kW and ventilation-velocity is 0.33m/s in the main stream. The various grid-distributions 
are systematically tested with FDS code to analyze the effects of grid size. The LES method with 
FDS provides an improved back-layer flow behavior in comparison with the RANS (  ) method by 
Smartfire. The FDS solvers, however, overpredict the velocity in the center region of flow which is 
caused by the defects in the tunnel-entrance turbulence strength and in the near-wall turbulent flow in 
FD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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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6년에 고시가 된「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95호)에 의하면 1km 이
상의 철도터널을 건설할 경우 철도터널에 대한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철도터널 내부의 화

재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터널화재유동은 화원(Fire source)에 의해 밀도

차가 생기고 이로 인한 부력이 발생하며, 화염 

고유의 비정상 연소유동 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의 와류가 생성되며, 천정에서 열기류성층(Hot 
stratified flow)을 형성한다. 또한 터널입구에서 환

기유동(Ventilation flow)이 유입되면, 유입방향의 

천정에서 역기류(Back-layer or reverse stratified 
flow)가 발생 된다.(1) (역기류의 현상은 터널에서 

필요한 팬 용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

고 있다.) 이처럼 터널화재는 복잡한 유동현상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

하여 다양한 연구가 시도 되었다.(1,2) 그러나 터널

내의 화재유동은 실대형 실험규모의 제약과 화원

을 다루어야 하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전산모사

로 많이 시도되어 연구되고 있다.(1,3,4) 
화재해석에 사용되는 코드에는 Zone모델 및 

Field모델로 구분되는데, Zone모델은 온도가 높은 

Upper layer와 온도가 낮은 Lower layer로 구분하

고 물리적 상관관계식을 이용하여 온도와 유속을 

구하는 방법이며 대표적인 코드로 CFAST, SES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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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Field모델은 CFD 기법에 의해 화재를 

해석하는 코드이다.
Field 모델에서 RANS의 경우 발달된 난류 모

델(5~8)들이 소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터

널 화재 유동에서는 단순 k-ε모델을 주로 사용

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며, 특히 LES의 경우에는 

화재유동과 같이 와류가 많이 발생하는 저속에서 

우수한 예측 성능(9~11)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으므로 많은 LES 전문가들의 관심이 요망되

는 분야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화재 해석용 CFD 코

드로는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USA)에서 개발한 LES 기반의 

FDS(12~15)(Fire Dynamics Simulator)코드가 있으며, 
RANS 기법을 사용하는 화재 해석 전용 

Smartfire(16,17)와 범용유동해석 코드인 FLUENT, 
STAR-CD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코드가 국내에

서 화재 해석에 이용되고 있지만 터널화재에 대

한 각 코드의 체계적인 비교가 필요하고, 각각의 

코드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절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Ko & Park(18) 연구에서는 FDS 코드를 이용하

여 실내공간에서의 중심형 화재와 모서리 화재의 

전산모사를 수행하였으며, 실험데이터와 비교하

여 FDS 코드가 해석한 화재성장이 실험에 비해 

빠름을 지적하였다. Jang & Park(19) 연구에서는 

화재가 배제된 터널내의 유동을 LES기법을 사용

하는 FDS 코드와 STREAM code(20~22)의 

Non-Linear k-ε난류모델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하

였으며, 매우 조밀한 그리드 분포(벽 방향으로 : 

 ∼ )를 사용한 FDS 코드의 벽면근처의 유

동예측 능력이 RANS보다 떨어짐을 보였다. 
Hwang & Edward(1)의 연구에서는 축소모형 실험

결과와 FDS 코드의 해석결과를 비교분석하고 다

양한 화원의 크기와 환기속도에 따라 상관관계식

을 구하였다. 
이와 같이 화재유동 해석을 위하여 국내외적으

로 FDS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code에 대

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wang & Wargo(2) 에서 사용한 축소

모형 화재실험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LES기법

을 사용하는 FDS 코드(V4.07)(12,13)와 수정된 k-ε 

난류모델을 사용하는 Smartfire 코드(V4.0)(16,17)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FDS 

FDS Smartfire

Developer  NIST, USA
 

Univ. of Greenwich, 
U.K.

Module

Solver LES RANS

Compres
sibility Low mach number approximation

Post 
Process Smokeview DataView

Fire Source 
Model Mixture fraction model

Wall friction Half-slip, No-slip Wall function

Others Temperature, Smoke, 
Radiation, Sprinkler 

Temperature, Smoke, 
Radiation

Table 1 Features of FDS and Smartfire

코드에서 격자크기에 따른 해석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Table.1은 화재전용으로 사용하는 FDS 코
드와 Smartfire 코드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2. CFD SIMULATION

2.1 터널화재유동 및 해석조건  

본 연구에서 해석대상은 Hwang & Wargo(2)가 

사용한 축소 터널 모형으로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터널의 형상은 단순화된 4각형의 덕트 모

양이며, 크기는 5.4m(L) × 0.3m(H) × 0.4m(W)이
다 .  화원의 위치는 입구로부터 길이 방향으로 

3.05m에 있다. 이는 실험위치와 동일하게 설정되

었다. 화원의 형상은 높이가 없는 2차원 형태로 

0.15m(L) × 0.4m(W)이다.  화원의 열발생률(HRR 
: Heat Release Rate)은 3.3kW이고 ,  0sec부터 

900sec까지 시간에 대한 변화 없이 동일하게 주

었다. 해석에 사용된 연료는 메탄(CH4)이다. 입구

의 유속은 0.33m/s이며, 균일유동(uniform flow)으
로 가정하였다. 입구에서의 난류 조건은 FDS의 

기본사항(default)(13)인 ‘No Turbulence’로 설정하였

다. 출구는 대기압으로 하였으며, 대기의 온도는 

30℃이다. 실험의 축소 모델과 달리 전산모델에

서는 해석의 수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출구쪽 방

향으로 길이를 0.6m 확장하여 격자를 생성하였

다 .  벽에서의 유동조건은 F D S의 기본사항

(default)(13)인 ‘Half-slip'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벽
에 유동이 점착이 되는 ’No Slip' 조건인 경우를 

사용할 경우는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 
계산에 버금가는 격자를 요구하므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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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3-D structure for simplified tunnel fire 
model

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도하지 않았다. 
현재 FDS에서는 입구유동 조건으로 난류유동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벽 유동 조건인 벽 

법칙 (wall-law)에 의한 처리기술 역시 아직 미완

성 단계이다.(19) Smartfire에서는 벽에서 Wall 
function을 사용하였다.

 2.2 지배방정식 및 수치모델 

FDS코드의 LES기법의 경우, 운동량 방정식을 

필터링(filtering)하여 얻었으며, 식은 다음과 같

다.(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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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sub-grid scale(SGS) stres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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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모델링이 되어야 하는데 FDS에서

는 다음과 같은 범용적인 Smagorinsky model(12,13)

을 사용하고 있다. 

  
                             (5)

여기서, 

   
                           (6)

                           (7)

그리고 Smagorinsky constant    (FDS 

default 조건)을 사용하였다. 
 Smartfire의 난류 모델에는 Buoyancy modified 

two-equation (  )을 적용하였다.(16,17)

   
- Turbulent kinetic energy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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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ulent dissipation rate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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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 난류 생성률 (turbulent production rate)


 












 












 











 






 






 



 (10)

여기서 G는 부력항(Buoyancy term)이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or   


          (11)

  


                              (12)

난류동점성(tubulent viscosity)은 다음 식으로 구

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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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실험 계수는 아래 표(16,17)와 같다.

     
0.09 1.0 1.22 1.44 1.92 1.0

 FDS 와 Smartfire 의 수치적용모델기법은 연소에 

대하여는 혼합분율 연소모델(Mixture fraction model) 
및 복사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복사모델에서는 가스

에서 산란에 의한 손실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기타사항은 기본 사항(default)(13)으로 설정하였다. 계
산은 HP 워크스테이션(CPU:2.66GHz Intel Xeon)에서 

수행하였다. 

2.3 해석 Case와 격자

해석 Case는 FDS와 Smartfire의 결과를 비교하

기 위한 것과 FDS 코드의 격자에 따른 해석결과

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분류하여 Table 2와 같

이 총 4 Case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격자의 크

기에 따른 비교해석에서는 격자의 모양을 정육면

체로 통일하였다.
Case 1에서 선택된 FDS 격자의 크기는 화원의 총 

열발생률(HRR)과 관계된 특성 길이(characteristic 
length)(14) L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14)

여기서    
  ,     

    ,  

    ,    ,     .
Case 1의 Smartfire에서는 정상 상태로 계산하

였으나 FDS 코드에서는 비정상상태의 유동을

CASE 1 CASE2 CASE3 CASE4

목 적
FDS와 

Smartfire
비교분석

FDS 격자 크기 변화에 따른 비교분석

격자

크기

길이 : 0.05
폭   : 0.02
높이 : 0.02

길이 : 0.02
폭   : 0.02
높이 : 0.02

길이 : 0.01
폭   : 0.01
높이 : 0.01

길이:0.0083
폭  :0.0083
높이:0.0083

격자수
32,400개

108×20×15
81,000개

270×20×15
648,000개
540×40×30

1,119,744개
648×48×36



(= )

FDS : 
≈

Smartfire :
 ≈

≈  ≈  ≈ 

Table 2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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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between FDS(CASE 1) and 

Smartfire's results for U-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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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between FDS(CASE 1) and 

Smartfire's results for U-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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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between FDS(CASE 1) and 

Smartfire's results fo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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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between FDS(CASE 1) and 

Smartfire's results fo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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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velocity profiles for various grid 

resolutions (FDS results)

900초까지 계산하였으며, 본 논문에서의 결과는 

500 ~ 900초까지의 결과를 평균한 값을 나타내었

다. (400 ~ 900초, 500 ~ 900초, 600 ~ 900초, 700 
~ 900초 각각의 구간에서 평균값이 일치함을 확

인하여 400초 이후는 통계적으로 정상상태임을 

확인하였음) FDS에서 시간 증분 ∆는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설정하였다. 

3. 해석결과

3.1 FDS의 결과와 Smartfire의 결과 비교 

FDS와 Smartfire의 계산결과와 실험데이터와의 

비교를 Fig. 2 ~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2, 3은 

터널에서의 유속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X=0.0(화원)에서 Smartfire의 경우는 매우 약한 역

기류(Back-layer) 현상을 예측하고 있는 반면, FDS
의 경우는 좀 더 실험 측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

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LES의 장점(9~11)으로써 

대와류의 비정상 유동 예측에 매우 뛰어난 특징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FDS의 경우도 유동의 중

심부일 경우에는 실험 결과와 멀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상류(X < 0)로 올라 갈수록 역기류의 

규모가 실험치에 비하여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터널 입구에서의 환기유동의 영향이 화재유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FDS에서 터널의 입구 조건에 난류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벽에서 정확한 난류유동이 발생되지 

않으므로,(19) 이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역기류의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Fig. 4, 5 에서는 터널에서의 온도 분포를 나타

내고 있다. X=0.0(화원)에서 천정의 온도분포는 

실험결과가 약 95℃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FDS나 Smartfire는 100℃가 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X= -0.31과 -0.61 지점에서는 FDS 결과와 

실험결과가 매우 잘 일치하고 있는 반면 X= 
-0.92에서는 터널 입구의 영향으로 FDS의 결과가 

실험결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한편 Smartfire의 

결과는 터널 천정 및 바닥에서의 온도를 높게 예

측하고 있다.

3.2 격자 크기별 해석 비교

FDS코드가 기본적으로 LES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격자의 크기를 작게 할 수 록 유동의 

예측성능이 증가하여야 한다.(11) 이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Table 2에서처럼 

CASE2 ~ CASE4의 경우로 나누어 격자 크기를 

줄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X= 0.0 및 X= -0.31에서 각 격자크기별 속

도분포를 비교하였다.
Fig. 6은 격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유동의 중심

부에서 FDS 유속예측 결과가 실험결과에 접근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터널 천정부근에서

는 Case 1에 비하여 뚜렷한 성능 향상을 볼 수 

가 없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벽 근처

에서 정확한 난류유동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FDS 
코드에 없기 때문 이다.(19) 또한 격자수가 64만개 

이상에서는 유동의 변화가 미미하였다.

3.3 역기류(Back-layer) 현상의 온도 분포 및 

속도벡터

Fig. 7은 터널에서 화재 발생 후 중심선에서의 

평균 속도 벡터 및 평균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화재로 인한 뜨거운 공기의 부력이 터널 

입구에서 화원 쪽으로 접근하는 유속의 운동량을 

극복하고 터널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이를 역기류라고 하며, 터널에서 화

재시 승객들의 대피를 돕기 위하여 제연팬 등을 

이용하여 화재로 인한 연기를 승객들의 대피 방

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고립시키고자 할 때 중요

한 제어 변수가 되는 유동 현상이다. 이러한 역

기류를 제어하기에 필요한 팬 용량 계산시 화재 

강도 및 자연풍 영향등을 고려해야 한다. 
Fig. 8은 역기류의 이차유동 형태를 나타낸 그

림이다. FDS 코드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화재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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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an velocity vector and temperature 
contour in the main flow (Grid No. : 32,400)

의 순간 값(instantaneous value)을 보여주기 때문

에 Fig. 8과 같은 속도 벡터 및 온도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에 걸친 결과들을 수집하여 평균

값을 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500 - 900 초
까지의 결과를 수집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 
화원의 위치인 X=0m에서는 화원의 영향으로 터

널 바닥을 가로 질러 전 영역에서 상승기류가 있

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부력으로 상승된 기류는 

터널 천정에서 열을 방출한 후 다시 아래로 이동

되는 순환 과정을 겪게 된다. 같은 위치에서 온도

의 분포는 천정에서 고온의 공기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역기류가 존재하는 X=-0.31m
의 위치에서는 부력으로 천정으로 올라간 고온의 

공기가 열을 방출한 후 일부의 기류가 다시 바닥

으로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도의 분포를 보

면 화원의 지점보다도 열기류 형성 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온도의 분포도 낮아진 것을 볼 수 가 있

다. 상류 지점(X=-0.61)으로 올라 갈수록 열기류 형

성층이 더욱 얇아지고 천정에 있는 고온의 공기가 

입구에서 접근하는 환기 유동과 혼합되어 터널 바

닥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다. 터널 높이의 3배 이후

의 상류 지점(X=-0.92m)에서는 역기류의 영향이 매

우 미미한 것을 볼 수 있다.  

4. 결 론

철도터널 화재유동에서 역기류 현상을 해석하

기 위하여 LES 기법을 사용하는 FDS코드와 

RANS기법을 사용하는 Smartfire코드의 결과를 비

교분석하였다. 또한 FDS 코드에서 격자의 크기에 

따른 화재유동 예측 성능의 향상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Fig. 8 Velocity vector and Temperature contour in 

the secondary flow of the back layer (FDS)
 
RANS기법을 사용하는 Smartfire 코드는 터널 

화재 유동에서 발생하는 역기류 유동의 예측시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약한 역기류 현상을 보이

는 반면, LES 기법을 사용하는 FDS의 결과는 강

한 역기류 현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화재 유동과 같은 비정상 유동 예측에 뛰어난 

LES 고유의 특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유동의 중심부 및 터널 바닥 부근에서는 실험값

과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터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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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건에서 FDS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DS 코드에서 격자 크기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서는 격자의 크기가 작을 수 록 난류의 생

성이 활발한 화원의 근처에서는 유속에 대한 예

측 값이 실험결과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FDS 코드에는 아직 터널 입구유동에서 

난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터널 벽면에서도 

난류 유동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화원으로부터 원

거리에 있으며, 입구의 영향이 큰 곳에서는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

다. 이에 대한 코드의 개선이 요구되며, FDS 사
용자는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 FDS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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