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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  해양구조물은 가연성 물질을 취 함에화재와 

폭발사고 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고들

은 인명, 재산 그리고 극심한 환경 피해를 래한다. 

따라서 상구조물의 면 한 배치 최 화 등에 련된 

본질  안 설계 (Inherent Safety Design)와 가연

성물질의 기본공정제어시스템 (Basic Process Control 

System) 기반으로 험요인 (Hazard Identification) 

분석과 험도해석 (Risk Analysis)을 통하여 사고 

방을 한 안 시스템 설치와 사고 발생 시 피해 감

이 될 수 있는 안 시스템 설계가 요구된다. 

  화재의 경우 재 화재사고에 한 다양한 불확실을 

모델링이 가능한 계산 기법을 통하여 사고한계상태 (Ac- 

cidental Limit State)  험도기반 설계법 용과 

련된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1,2). 그러나 

설치 이후 운  시 발생하는 화재에 한 사용한계상태 

(Serviceability Limit State) 평가  상태평가 (Con- 

dition Assessment) 특성 분석은 제한 인 정보만이 

존재하고 있다3). 

  선박  해양 용 구조물의 경우, 용  열변형을 방

지하기 한 제어  리기술은 다수의 열변형 상과 

련된 선행연구4-7)에 의해서 잘 정립되어 있으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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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구조물의 설비 운 시 발생되는 화재열로 인한 

2차 변형 특성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화재사고

시 선박  해양 랜트 구조물의 유지보수체계 확립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표 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해양 랜트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는 

특성상 탄화수소가 폐계 용기(배 , 분리기 등)에서 

방출된 후 화되면서 액면화재(Pool fire), 제트화재 

(Jet fire), 증기운화재(Vapor cloud fire), 증발화재 

(Flash fire), 화염구(Fire ball) 등이 래되며 이들

은 각기 다른 양상과 극명하게 다른 복사특성을 보여

다. 이  제트화재는 해양 랜트 내부의 액화가스( 는 

고압가스)가 장탱크나 배 으로부터 출된 후 화

가 되고, 출속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길이의 고온과 

고압을 가지는 화염을 형성하는 화재이다. 

  특히 높은 화재하 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손, 장

탱크나 배 의 손, 추가 인 화재확산 등의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제트화재는 강구조물의 화재의 열

 특성에 따른 1차 으로 재료  강도 하로 인한 구

조시스템 붕괴를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재에 

의한 표 인 피해 감 안 시스템인 PFP (Passive 

fire protection)에 련한 내화구조설계분야는 매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8-10). 

  운 시 화재 사고시 화재진압을 한 수계소화시스템

을 이용하여 가연물의 표면을 냉각하여 소화작용을 한

다. 규모의 화재의 경우는 화재 진압이후에 구조물의 

안 성 확보 측면에서 규모 보수 는 교체 등에 작

업이 필요하나 소규모의 피해는 이러한 보수/교체 등에 

결정을 한 한 기 도 필요하다. 재 육상건축물 

등에서는 피해보상 등에 련한 사고조사형태로 구조물

의 안 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양구조물의 경우에는 

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구조물의 발생되는 제트화재

사고에 해서 선박  해양 랜트에 강도 부재로 리 

활용되고 있는 표 인 보강  구조에 해서 제작 시 

발생하는 기결함( 기 처짐  잔류응력)  구조물

의 소화시스템의 냉각효과 등에 련한 열변형 특성을 

실험 으로 조사분석을 수행하 다.

  

2. 보강  구조의 화재 실험 

2.1 상 보강  구조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선박  해양 랜트의 사용되는 표

인 종방향  횡방향 보강재로 구성된 보강  구조를 

고려하 다. 재료는 조선용 연강 (Mild steel)재로 

과 보강재 동일재료를 사용하 다. Fig. 1과 같이 

재는 길이(L)는 2,440mm, 폭(b)은 1,220mm, 두께

(t)는 10mm이고 종방향  횡방향 보강재는 Tee 형

으로 주요 치수는 Fig. 2와 Table 1과 같은 치수로 

제작되었다. 

  용 법은 조선소에서 제작 시 리 사용하는 FCAW 

2440

Transverse stiffenerLongitudinal stiffener

12
20

(a) Dimension of steel stiffened panel 

(b) Fire test specimen

Fig. 1 The steel stiffened panel specimen

bfx

tp

tfx

twxhwx

tp

tfy

twyhwy

bfy

(a) Longitudinal                          (b) Transverse 

Fig. 2 Dimension of stiffeners 

Table 1 Dimension of stiffeners

Longitudinal Transverse

tp 10mm tp 10mm

hwx 125mm hwy 430mm

twx 10mm twy 12mm

bfx 75mm bfy 150mm

tfx 10mm tfy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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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x Arc Cored Welding)을 사용하 으며 입열량

과 계있는 각장의 경우 한 패스로 최 로 낼 수 있는 

6.5mm로 용하 다. 

  선박  해양구조물은 제작 시 용 으로 발생하는 잔

류응력과 처짐으로 구성된 기결함이 발생한다. 일반

으로 보강 의 구조강도평가를 해서는 기결함 특

성을 반 하여 해석  평가를 통하여 강도설계를 수행

한다2). 이러한 기결함 특성은 운 에 발생하는 화

재에 의한 2차 인 열하 에 의한 결함특성이 변화가 

상되고 따라서 화재사고를 한 안 설계  유지보

수 체계에 요한 설계변수로 반 이 필요하다. 

  상 보강 에 해서 용 에 의한 기 처짐과 잔류응

력 특성변화를 정량화하기 하여 계측변수로 설정하 다. 

  기처짐은 이  거리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Fig. 

3(a)와 같이 10mm 등 간격으로 측정하 다. 기처짐 

계측 형상은 Fig. 3(b)와 같은 필렛(Fillet Welding)

특성을 표하는 형 인 면외변형인 각변형(Angular 

Distortion) 형태가 계측되었다. 의 경우는 좌굴모드 

(Buckling mode shape)의 형상과 종방향 보강재는 

미소한 Sideway 형태의 면외 방향 처짐이 찰되었

다. 이러한 이유는 상 보강  구조가 의 4변이 구

속조건이 없는 자유단 형태로 제작되어 순수한 보강재

의 용 이 주요한 기 변형 형상의 원인으로 단된다.

  용  잔류응력 표 인 방법은 홀 드릴링법 (Hole 

Drilling Method)이다. 이 방법은 가장 리 사용되

는 잔류응력 측정방법이며, 특히 표면의 잔류응력 측정

시 정도높은 값을 보장하는 장 이 있다. 한 ASTM 

E38711)에 의해 표 화되어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

라서 본 실험에서는 홀 드릴링법을 이용하여 용 부의 

이면부에 종방향  횡방향 잔류응력을 각각 계측하 다. 

2.2 상 화재 

  본 연구에서는 상화재는 제트화재로 해당 화재를 모

사 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Fig, 4과 같이 제작하 다. 

상 화재 보강 을 지그에 고정시키고 화염 노즐을 이

용하여 +Z 방향 보강재 이면부에 로  가스를 이용

하여 제트화재를 발생시켰다. 가스 유량은 0.039g/s를 유

지하면서 총 30분간 Eurocode 1 (BS EN 1991-1-2) 
12) 조건에 따라서 화재곡선을 실험 으로 재 하 다. 

2.3 실험 방법 

  2.3.1 화재  냉각 조건 

  제트화재에 의한 열하 과 해양구조물에서 사용하는 

2440

12
20

Measurement location

100

10
0

x

y

(a) Initial deflection measurement points

<with amplification factor of 10>

(b) Shape of initial deflection  

Fig. 3 Measurement of initial imperfection induced by 
welding

(a) Jet fire 

Steel stiffened panel

Nozzle

LVDT

Thermocouples

(b) Test jig

Fig. 4 Test setup of jet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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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시스템의 냉각 특성을 고려한 실험을 수행하 다. 

  첫 번째로 자연 냉각방식으로 상 보강 (SP1)에 

화염이 노출 시 가연성 물질이 모두 연소가 이루어지고 

화재가 자연소멸이 되는 조건으로 소규모의 화재를 모

사한 실험조건이다. 두 번째는 화재 발생 시 일정시간 

이후에 소화용 수계진압시스템이 작동하여 강제 으로 

소방수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상 보

강 (SP2)을 일정시간 화염노출 이후 직  냉각하는 

조건으로 모사하 다.

  수계 물분부 시험설비는 화염노출부의 이면에서 Fig. 

5와 같이 2개의 노즐을 사용하여 18.8 L/mim. 유량

으로 시험체 온도가 상온이 될 때까지 작동시켰다.

  해당 두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화재 이후의 자연  

속 냉각으로 상구조물의 열  평형을 냉각시간에 따

른 구조물의 열변형 특성을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2 경계 조건

  상 보강 의 주변 지지조건에 따른 변형 특성을 확

인하기 하여 의 길이방향 한변에 해서만 볼

(Bolting)을 이용한 고정지지 조건을 구 하 다. 이

외의 세변에 해서는 자유단으로 Fig, 6와 같이 지지

조건을 달리하 다.

  

  2.3.3 온도  변  계측 

  화재  냉각조건에 따른 변형 특성을 시간에 따른 

보강 의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먼  보강 의 온도

를 측정하기 해 총 7개의 열 를 설치하 다. 한 

화재의 열에 한 보강 의 처짐을 측정하기 해 총 3

개의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 

former) 변  센서를 설치하 다. Fig. 7(a) 는 열

와 변 센서 부착 치를 나타내고 있다.

  잔류응력은 화염 노출 후 모두 측정하 으며 종방

향  횡방향 각각 4개의 Fig. 7(b)와 같은 치에서 

계측하여 변화특성을 찰하 다.

  잔류응력 측정 치는 ASTM E837 기 을 용하

여 Drilled hole 주 로 응력 집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복응력의 60%를 넘지 않는 범 에 선정하

으며 화재 실험이 완료된 이후에 기계측 치와 인  

치, 즉 잔류응력게이지를 부착 가능한 치에서 측정

하 다.  

3. 실험 결과 

3.1 화재 냉각 조건에 따른 변형 특성

  3.1.1 온도 특성 

  제트화재 화염의 심은 상 보강 의 보강재 이면

Free Fixed

Fig. 6  Boundary condition

X

Y MP1

MP2, MP3

MP4

MP5, MP6 MP7

LVDT1

LVDT2

LVDT3

(a) Location of measurement for deflection and steel temper-
ature

⑥
⑦

⑤

④

①②③ 300

600

300

10
30

1030

15
030

0

Before experiment
After experiment

x
y

(b) Location of measurement for residual stresses

Fig. 7 Location of thermal coupler, LVDT, and strain 
gauge

Water spray nozzle

Fig. 5 Water deluge system for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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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심 치에서 30분간 화염노출  냉각조건 별 시

간에 따른 온도  변  결과를 Fig. 8에 도시하 다.

  Fig. 8(a)는 자연냉각 조건에서 화염에 직  노출되

는 의 계측지  (MP1)에서 최  750℃까지 상승 

후 150분 이후에 기온도의 열평형 상태가 되었다. 

최소온도는 MP7에서 최  220℃가 온도 계측되었다. 

이는 MP7 치는 횡방향 보강재 랜지부로 화염에 

직  노출되는 MP1에 비해서 MP7은 화염으로 부터

의 거리에 따른 열 도 효과로 상 으로 낮은 온도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자연 냉각효과에 따른 열평형은 

체가 동일한 열  평형 상 계 따라서 모든 계측 

치에서 150분(냉각시간 120분)에서 기온도로 떨어

지는 것을 확인하 다.

  속 냉각 조건의 경우인 Fig. 8(b)과 같이 자연냉

각과 동일하게 30분간 화염에 노출 후 수계 소화시스

템을 작동시켜(Fig. 5) 보강 의 온도를 열  평형상

태인 기온도에 도달 시 까지 분사하 다. 상한 것

과 같이 물 분사 따른 냉각효과로 인하여 자연냉각에 

비해서 5배 정도 빠른 시간인 24분 후에 기온도에 

도달하 다. 특히, MP7의 속 냉각 조건에서 온도의 

감소률이 상 으로 화염과 직  노출되는 재 치에 

비해서 완만하게 감소되었다. 이는 보강  구성부재 ( , 

종방향  횡방향보강재)의 화염 노출 치에서 보강재 

크기와 거리 등에 연 된 열 도 지연 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3.1.2 변형 특성

  화염 노출  냉각조건에 따라서 기처짐 형상, 계

측 치의 주변 구속조건 등의 향으로 열변형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으로 Fig. 9와 같이 찰되었다. 

  LVDT1 치는 두변이 자유단과 횡방향  종방향 

보강재로 둘러싸인 의 앙부 처짐 결과로 면외방향

으로 변 가 Fig. 9(a)와 같이 평균 7mm정도 증가하

다가 유지되었다. 반면 LVDT3의 경우는 한변만 자유

단으로 동일한 면외 방향으로 계속해서 증가되었다. 

한 열하 이 작용 기 3분 정도에서 계측 에서 기

처짐 방향의 변 가 격하게 역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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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lts of steel temperature versu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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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ults of deflection versus time



김정환․유승수․이명수․서정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40, No. 5, 2022390

을 찰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열하 이 작용됨에 따라 

기처짐형상을 유지 는 주변 구속조건의 향으로 

재료   기하학 인 특성이 변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LVDT3의 경우는 화염이 종료되고 자연냉각 

실험에서 변  방향이 상태 으로 LVDT 1  2에 비해

서 격하게 방향이 반 가 되면서 최  변 가 약 

40mm이상의 구변형 차이가 발생되었다. 열하 에 

따른 기처짐 형상이 각변형 형상에서 의 고유치 좌

굴형상모드로 변화된 것을 시험종료 후 찰되었다. 따

라서 보강 에 화재에 의한 열 하 은 1차 으로 강재

의 물성변화에 따른 기하학 인 변형에 지로 변화된 

것으로 단된다.

  속 냉각 조건의 최종 인 변 는 자연냉각과 확연

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Fig. 9(b)와 같이 속냉각이 

이루어지면서 기 7분 정도에서 격하게 변 가 증

가 후 감소되었다. 이후 완만하게 감소되면서 10분 뒤

에 열  평형상태를 이루었다. 격한 변형은 냉각 열

원(물)이 공 되면서 체구조물의 냉각에 의한 열변형

에 지가 열 평형을 각각의 구성 부재별로 동시에 작

용하면서 격한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단된다. 

  본 실험결과인 화재에 의한 열하   소화방식에 따

른 냉각조건에 따른 최 처짐과 구처짐에 해서 결

과를 Table 2와 같이 정리하 다. 

  일반 으로 구조물에 외력에 한 사용한계상태기

(Serviceability limit values)인 측면에서 DNVGL 규

정13)에 따르면 본 보강  구조의 허용 최  처짐 12.2mm

와 구처짐이 8.133mm으로 계산된다. 보수 인 

앙부(LVDT2)를 제외하고는 최 처짐  구변형 기

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

한 화재의 열하   소화방식에 따라서 련된 규정 

검토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3.2 잔류응력 특성

  Fig. 10 종방향과 폭방향의 Fig. 7(b) 치에서 

상 보강 의 냉각조건에 따른 각각의 잔류응력 변화 결

과를 분석하 다. 종방향, 폭방향으로 용 부와 거리에 

따라 4개의 계측 치 선정하 다. 실험 , 후 비교를 

해 인  치에서 보강 별 각각 총 8개의 포인트에서 

잔류응력을 계측14)하 다.

  화재 후 자연냉각  속냉각 실험 후 계측된 인

장 역의 잔류응력은 모두 큰폭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압축 역에서는 폭방향 잔류응력은 용 부에서 멀어질

수록 감소되고, 종방향 잔류응력은 증가되는 경향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작시 용 에 의해 발생되는 인장 잔류응력

은 화재 사고로 발생되는 2차 열하 의 향으로 항복

응력 수 으로 확연하게 어들고, 한 압축 잔류응력 

한 체 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2차 열하 의 주요

한 열변형 특성으로 단된다. 

  한 상 보강 에서 화염 노출  냉각효과에 따른 

인장  압축 잔류응력 두 인자가 복합 으로 작용하여 

2차 열변형 발생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고 련된 추가 

수치  상세 실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Location
Deflection of SP1 Deflection of SP2

Max. 
(mm)

Perm.
(mm)

Max.
(mm)

Perm.
(mm)

LVDT1 23.32 23.22 30.70 21.94

LVDT2 7.46 6.78 11.78 4.03

LVDT3 25.31 25.31 20.13 7.97

Table 2 Summary of deflections at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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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stribution of residual stress in y-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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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고찰

  해양구조물의 화재 사고 시 화염  소화방법에 따른 

보강  구조의 열변형 특성을 실험 인 방법을 통하여 

조사 분석하 다. 화재에 의한 열하 과 소화방법에 따

른 냉각효과에 실험 으로 구 하 고 표 인 보강

구조에 해서 온도, 변   잔류응력의 변화특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결론 도출하 다.

  1) 화재에 의한 열하 이 작용후 냉각조건에 따라서 

보강 의 열 평형상태는 속냉각이 자연냉각에 비해 

5배 정도 빠르게 도달되었다. 열  평형상태 도달시간은 

화염의 노출된 치에서의 보강  부재 특성  거리에 

따른 열 도 향이 주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하 다.

  2) 기처짐 형상, 계측 치의 주변 구속조건 등의 

향으로 열변형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

하 다. 열하 에 따른 기처짐 형상은 용 에의 기

형상에서 의 고유치 좌굴형상모드로 변화된 것을 확

인하 다.

  3) 잔류응력은 인장 역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 

압축잔류응력은 종방향  폭방향 용 의 특성에 따라

서 감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체 으로 열하

에 의하여 잔류응력이 완화됨을 확인하 다.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해양 랜트 구조물의 화

재 사고 시 다양한 유지/보유 체계 확립을 한 기

인 데이터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 된다. 한 보강 의 

실험조건에 따른 모드변화, 잔류응력의 특성에 해서 

정 한 산수치해석을 통하여 검증과 추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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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istribution of residual stress in x-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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