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Society of Cultural Heritage Disaster Prevention

Vol. 5, No. 3, pp. 233-242, December 2020

ISSN : 2508-2825

ARTICLE

화재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목조문화재 화재 취약성 분석 연구
- 불국사 대웅전을 대상으로 김동현*ㆍ조상순**ㆍ김세현***ㆍ이상곤****

A Study on Fire Vulnerability Analysis of Wooden Cultural
Property Using Fire Simulation – For Bulguksa Temple Kim, Donghyun*ㆍJo, Sangsoon**ㆍKim, Sehyun***ㆍLee, Sanggon****

요 지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8년 숭례문 화재, 2016~2017년 경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130여 건의 문화재 피
해는, 다양한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킬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목재로 이루어진 대
부분의 건축문화재는, 낙산사 화재 이후 다양한 소방 시설 등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불 등의 재해에 취약하
다. 목조문화재의 화재발생시 성상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취약성을 발견하고 화재 감지 기술과 화재 대응 기술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불국사 대웅전을 대상으로 화재시뮬레이션 한 결과 화재 확산는 10만에 천정부 전체로 확산이 이루어졌고
모서리 부근으로 빠른 화재전파가 일어났다. 특정 화재전파 경로에 있는 면적을 방화재료로 처리 하였을 경우, 화재확산속
도가 3배 이상 느리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문화재 건축물에 대한 가상현실 소방훈련에 활용할 수 있으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내화처리 지점 확인, 내화성 강화에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화재시뮬레이션, 목조문화재, 문화재, 화재, 소방

Abstract
Through the preliminary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in the event of a fire, we seek to find
vulnerabilities and improve fire detection technology and fire response technology. As a result of the fire simulation for the
Daeungjeon Hall of Bulguksa Temple, the spread of the fire spread to the entire ceiling at 100,000, and a rapid fire spread
around the corners. When the area in a specific fire propagation path was treated with fire protection material, the fire spread
rate was 3 times slower.
Keywords: Fire simulation, Wooden cultural property, Fire, Fir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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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8년 숭례문 화재, 2016~2017년 경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130여 건의 문화
재 피해는, 다양한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킬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목구조로 이루
어진 대부분의 건축문화재는, 낙산사 화재 이후 다양한 소방 시설 등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불 등의 재해
에 취약하다.
특히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를 살펴보면, 전통방식의 목구조로 이루어진 전통 사찰 건물에 누전, 원인미상, 방화 등의 원
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화재 진압 이후 몇 시간이 지나 전통 목구조 형태
의 건물이 붕괴된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전통 방식의 목구조는 부재의 크기나 내외부 개구부의 크기, 목조 결구 특성, 지
붕 적심 상태 및 주변 여건에 따른 풍속 등 매우 다양한 조건에 의하여, 동일한 화원에 의한 화재라 할지라도 그 양상은 매
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목조건축문화재의 화재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화재 시뮬레이
션과 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 방식의 목구조가 화재 진행에 따라 어떻게 구조가 약화되고, 어떠한 형태로 내부
화재가 확산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결과를 예측함에 있어 화재확산 시뮬레이션의 적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하였다. 이에 따라 불국사 대웅전을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한 화재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첫째 3차원 도면화 및 격자 작업
을 실시하였고, 둘째 가연물질 연소특성값에 대해 정의하였고 셋째 지배방정식을 정의하여 화재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내화처리 여부에 따른 화재확산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개별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 재료,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화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적
인 화재 대응 방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 적용 대상지 배경
2.1 불국사 및 대웅전의 역사적 변천
불국사는 신라 눌지왕대인 417~457년에 처음 지어졌으며, 진흥왕대인 540~575년에 중창되었고, 751년(경덕왕 10)을
전후하여 김대성(金大城)의 발원으로 크게 중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불국사의 창건을 비롯한 연혁은 ｢三國遺事(삼
국유사)｣, ｢佛國寺事蹟(불국사사적)｣(1708년), ｢佛國寺古今創記(불국사고금창기)｣(1740년), ｢석가탑출토 묵서지편｣
(1024년) 등, 각종 고문헌과 역사서 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국사를 구성하는 건축물의 수리 등에 대하여 가장 자세한 기
록을 담고 있는 자료는 ｢불국사고금창기｣이다. 이 문헌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조선시대 불국사의 연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15세기에 대웅전을 비롯한 다수의 건물이 중수되었고, 1564년에 대웅전이 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임진왜란 때 왜구의 침입으로 삼층석탑 등 석조물을 제외한 대웅전, 극락전, 자하문 등 2천여 칸에 달하는 건물이 소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1604년부터 150년에 걸쳐 사찰 전반에 대한 복구와 수리가 진행되었고, 일제강점기에도 다
수의 수리가 진행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1970년대에 불국사 전반에 대한 복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 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불국사에는 다보탑, 삼층석탑, 연화교 및 칠보교, 청운교 및 백운교, 금동비로자나불좌상, 금동아미
타여래좌상(이상 국보), 사리탑, 석조, 대웅전, 가구식 석축,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 벽화, 심장보살도(이상 보물) 등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불국사 일대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불국사 대웅전은 불국사 경내 중앙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인 1436년(세종 18)에 중

1) 경주시, ｢불국사 대웅전 단청문양 모사 및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2017, 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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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되었으며, 이후 1490년(성종 21)과 1564년(명종 19)에 각각 수리된 바 있다.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었다가 1659년(효종
10)에 중건되었고, 1765년(영조 41)에 다시 중창되었으며, 몇 차례의 수리를 거쳐 일제강점기인 1918~1925년에 조선총
독부 주관의 수리 공사를 거쳤다. 해방 이후 심하게 퇴락되었던 것을 1970년대 중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웅전은 정
면 5칸, 측면 5칸 규모의 단층 팔작지붕 건물로, 조선 후기적 특징을 지닌 다포계 건축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기단은 삼
국시대 창건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며, 명확한 중창 기록이 보존되고 있고, 공포 부재에 표현된 문양과 조각 등으로 볼 때
1765년(영조 41) 중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건축적 가치가 매우 크다.

Fig. 1. Bulguksa Temple Gyeongnae Island (left), Bulguksa Garam Layout (right)
Sources: Kim Donghyun, Bulguksa Temple (Daewoongjeon, 1997).

2.2 불국사 재해이력 검토
불국사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위치하고 있어,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삼국시대 이후의 역사문헌에 다수 관련 기록
이 등장하고 있다. 화재, 지진, 태풍, 폭설 등 다양한 재해 기록이 확인되었으나, 그 가운데 지진의 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았
다. 불국사에 한정된 기록은 확인이 어려웠으며, 불국사를 포함한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재해 이력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이 자료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9년 수행한 ｢건축문화재 지진홍수재해위험도 평가 연구｣의 결과보고서
에 수록된 역사재해 이력 가운데, 일부를 발췌하였으며2), 최근 발생한 2016년 경주지진으로 인해 대웅전 기와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내용을 추가하였다.

2)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 지진․홍수 재해위험도 평가 연구｣, 2009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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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istory of major disasters in Gyeongju

시기

유형

내용

657

화재

동토함산에 땅이 타서 3년 만에야 꺼졌다. 흥륜사 대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東吐含山地燃, 三年而滅

949

화재

정종(定宗) 4년 10월 을묘일에 경주(慶州) 황룡(皇龍)사 구층탑(九層塔)에서 화재가 났다.
定宗 四年 十月 乙卯 慶州皇龍寺九層塔灾.

1012

지진

3월 경오일에 경주(慶州)에 지진이 있었다. … 12월 정축일에 경주에 지진이 있었다.
三月 庚午 慶州地震. … 十二月 丁丑 慶州地震.

1035

지진

9월 계묘일에 경주(慶州) 지방의 19개 주에 지진이 있었다. 九月 癸卯 慶州等處十九州地震.

1095

화재

현종원년 6월 무인일에 동경(東京－경주) 황룡사(皇龍寺) 탑에 화재가 났다.
獻宗元年 六月 戊寅 東京皇龍寺塔灾.

1180

홍수

명종(明宗) 10년(1180) 6월 을유일에 큰비가 내려서 동경(東京－경주) 부인사(符仁寺)가 있는 북산에서
큰물이 솟구쳐 나와 물에 잠기고 떠내려 간 절간집이 80여 간이었으며 물에 빠져 죽은 자가 9명이었다.
明宗 十年 六月 乙酉 大雨東京符仁寺北山大水湧出漂沒寺屋八十餘閒溺死者九人

1455

태풍
홍수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승정원(承政院)에 봉서(奉書)하기를, “경주(慶州) ‧ 영천(永川) ‧ 울산(蔚山)
등지의 고을에 금월 7일부터 10일까지 폭풍과 큰 비가 몰아쳐 혹 평지가 내[川]를 이루고 전지의 곡물이 크게
손실되었으며, 나무도 뽑히고 인가(人家)가 표몰(漂沒)되어 사망한 자까지도 있습니다.”
慶尙道觀察使奉書于承政院以啓曰: “慶州、永川、蔚山等邑, 自今月七日至于十日, 暴風大雨,
或平地成川, 田禾大損, 樹木亦拔, 人家漂沒, 至有死者.”

1526

지진

경상도 경주 등 16고을에 지진이 발생하여 집이 모두 흔들렸다. 慶尙道慶州等十六邑地震, 屋宇皆振.

1553

화재

이때 경주 관사(館舍)에 불이 났으므로 위안제(慰安祭)를 지냈다. …時, 慶州館舍火, 故行慰安祭。

1639

지진

경상도 경주 ‧ 울산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慶尙道慶州、蔚山地震, 其聲如雷

1661

홍수

경상 좌도에 큰물이 져 1백 20여 가구가 물에 잠기고 70여 인이 죽었다. 언덕과 골짜기가 서로 변해 바뀌는가
하면 하천의 흐름이 길을 달리하였고, 민간의 전답이 무너지고 벼곡식이 잠기어 떠내려 간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 경주(慶州)가 특히 심했다.
慶尙左道大水, 渰沒一百二十餘戶, 死者七十餘人. 陵谷變換, 川渠易處, 毁破民田, 漂沈禾稼, 不可勝紀,
慶州尤甚.

1839

화재

경주부의 불탄 집과 이원현의 엄몰한 집에 휼전(恤典)을 주었다. 給慶州府燒戶及利原縣渰戶, 恤典。

2005

태풍

불국사 지붕 내림마루 파손, 석축 유실, 막돌담장 붕괴

2007

화재

불국사 관음전 소실

2014

폭설

폭설로 인한 지붕 기와 파손 등

2016

지진

관음전 담장기와 일부 파손, 서회랑 기와 일부 파손, 나한전 등 일부 전각 담장 기와 파손 등

2.3 불국사 대웅전 구조 및 내부 현황
불국사는 대웅전은 5間×5間의 불전으로 4면에 석계단이 있으며, 좌우는 행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웅전의 내부 전면
에는 수미단이 있고, 그 위에 석가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앙에 있으며, 그 좌우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
인 미륵보살과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성불할 것을 수기한 갈라보살(Dipamkara, 定光如來)이 협시하고 있으며, 다
시 그 좌우에 흙으로 빚은 마하가섭과 아난의 두 제자상이 모셔져 있다. 내부에는 내진주를 둘렀는데 앞뒤쪽으로는 외진
주 배열과 같게 배치하고 측면 쪽은 기둥 1개를 생략한 이른바 감주법을 적용하여 공간을 넓게 하였다. 공포(栱包)는 외포
(多包)로 외삼출(外三出), 내사출(內四出)의 형식으로 외칠포(外七包), 내구포작(內九包作)이며, 산미(山彌) 첨차(詹遮)
는 초화(草花)무늬와 봉황 머리 등을 조각하여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특히 평방(平枋)에서 돌출된 용머리가 돋보이며,
가구(架構)는 이고주(二高柱) 칠량가(七樑架)로 고주 위에 대량(大樑)을 얹고 대량 위에는 동자주를 얹고 종량(宗樑)을
놓아 판대공(板臺工)이 종도리(宗道里)를 받도록 하였다. 대웅전 평면의 크기는 도리방향 8.4 + 9.0 + 18.0 + 9.0 + 8.4
(52.8 唐尺), 보방향 8.4 + 9.0 + 12.0 + 9.0 + 8.4 (46.8 唐尺), 기단의 크기 62.8 × 56.8 (唐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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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ulguksa Daewoongjeon front view, cross-sectional view, plane dimensions
Sources: Kim Donghyun, Bulguksa Temple (Daeungjeon, 1997).

3. 연구수행 방법
3.1 화재시뮬레이션 모델링
화재시뮬레이션 모델링은 공간 격자구성을 통해 화재에 의해 유도된 유동현상, 유체 및 고체 내부의 열전달현상, 가연
물질의 연소특성을 해석하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Fire Dynamics Simulator(FDS, Ver. 6.7.5)을 이용하였다. FDS는 Large eddy simulation (LES) 난류
해석기법에 기초하여 국부 격자셀에 기본적으로 난류응력에 운동-에너지 보존 중심차분기법을 채용하여 질량 및 화학종
의 전달과 함께 화재 현상을 해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규격화된 가연성 액체인 Gasolin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열에
너지의 전달로 인한 대웅전에서의 화재확산 현상을 분석하였다. 화재확산에 따른 화재강도가 심한 부위에 대해 내화처리
를 직경 30cm 띠의 형태로 구획하여 내화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3.1.1 재료특성 및 물성 값
목조 문화재 전통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소나무를 주요 자래로 사용하며 부분적으로 전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를 사
용한다. Fig. 3과 같이 각 수종별 열 방출률은 소나무 원목이 평균 96.59 kW/m2, 최대 216.63 kW/m2로서 다른 수종과 비
교하여 평균값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의 대웅전에 대한 재료의 특성값은 소나무 원목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부재료들
에 대한 화재특성 값은 SFPE에서 제시한 목재의 물성값을 적용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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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eat release rate curve on woods

Table 2. Fire sppecific to sub-materials from SFPE

Factors

T [°C]

k [W/m ‧ °C]

ρ [kg/m3]

C [kJ/kg ‧ °C]

Yellow pine

23

0.147

640

2.8

Fire proofing material

23

0.1

1,250

1.4

Matrials

3.1.2 발화환경
불국사 대웅전의 발화지점은 중앙 불상이 있는 불전에 Gasolin 인화물질로 방화를 가정하여 화재발생하였으며 발화원
규모는 인화성 액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1m×1m 크기로 설정하였다. 개구부는 Fig. 4와 같이 대웅전 모든 문이 창호문으로
이뤄져 있기때문에 모든 문이 개방된 상태로 가정하여 연료지배형 화재를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Fig. 4. Open grid configuration screen of openings such as the entrance door of Daeungjeon Hall of Bulguksa Temple

3.2 격자 모델 및 온도측정 위치
불국사는 대웅전 격자계 설정은 Tbale 3과 Fig. 5와 같이 격자셀 단위를 25cm로 설정하였고 x, y, z축으로 각각 108, 96,
60 격자로 총 622,080개 셀로 구성하였다. 격자구성의 벽면은 모두 outlet 부분은 개방형으로 설정하여 내부에 발생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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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대해 다시 건물 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화재시뮬레이션에 따른 온도측정은 Fig. 5에 표시된 바
와 같이 천정부 8개 지점에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온도측정 위치별 높이는 각각 ⓪ 9.90m, ① 8.20m, ② 6.55m, ③ 8.70m,
④ 8.70m, ⑤ 8.20m, ⑥6.55m, ⑦ 7.40m이다.

Fig. 5. Grid composition screen of Bulguksa Daewoongjeon Hall (left) and temperature measurement location (right)

4. 결 과
4.1 화재확산에 따른 목재부재 온도 변화
대웅전 내부 목재가 내화처리가 되지 않은 상채에서의 화재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열 ‧ 연기로 인한 고온의 대류열로 인
해 화염이 직접 도달하는 부위에서는 1000°C, 건물의 중심부 상층온도는 800°C, 그외부위는 400~700°C에 도달하였다.
건축물 화재확산에 가장 중요한 플레쉬오버(FLASH OVER) 현상은 대웅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일반적
인 건축물에서는 500~600°C에서 발생하지만 층고가 높은 대웅전에서는 바닥면에 도달하는 복사열이 20 kW/m2 이상인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닥면의 연료의 에너지량은 30 MJ로서 8.4 kWh/m2에 불과함으로
플래쉬오버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다. 50초가 경과한 후부터는 모든 온도측정 지점에서 나무의 탄화온도에 도달하였고 100
초 이후에서는 나무 착화점에 도달하여 화재발생 후 약 2분 내외에 천정부 목재가 발화할 수 있는 온도 환경에 도달한다.

Fig. 6. Temperature change at the fire temperature measurement point of Daeungjeon in Bulguksa Temple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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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화처리 여부에 따른 목재부재 표면온도 변화
Fig. 7과 같이 목재부재에 대한 내화처리 전의 화재확산 온도 변화와 함께 표면온도가 높은 지점에 내화처리를 하여 화
재확산을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200초 경과 한 지점에서 내화처리 하지 않은 목재부재의 표면온도는 최고 800°C 이
상 도달하였지만 내화 처리한 부분은 최고 500°C에 도달하여 약 37.5% 온도 확산 방지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전반적인
화재확산 속도가 약 3배 가량 느리게 분석되어 화재진압과 문화재 안전 조치등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
Times
Parts

50 sec

100 sec

150 sec

200 sec

Non Fireproof

Fireproof

Fig. 7. Changes in surface temperature of wood at Daeungjeon Temple at Bulguksa Temple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행한 불국사 대웅전 화재 시뮬레이셔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불상제단의 화재로 인하여 목재의 탄화온도인 300°C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으며 발화온도인
420°C에 도달하여 화재확대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2. 내화처리한 부분의 경우, 일반 목재부재상태와 비교한 결과 화재 확산은 3배 느리게 나타났으며 최고 온도는 약 62.5%
수준인 500°C까지 도달하였다.
3. 건축 주요부재는 목조로서 이러한 탄화가 지속되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보의 강도가 떨어져 붕괴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가상현실 훈련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앞으로 목조문화재 화재진압 가상훈련프로그램 구축시 보다 정확한 화재성상
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본 연구내용에서 적용한 방법과 연구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목조건축 문화재의 보호 및 화재진압 가상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소특성 기초 실험연구와 함께 사전 화재위험
성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목조 문화재건축물에 대해 내화처리 여부에 따라 온도변화와 화재확산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화재 시뮬
레이션을 적용하였으며 앞으로는 문화재 목재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러한 화재분석 데이터를 확보하여 건물의 화
재 안전성을 강화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im, Donghyun et al. — A Study on Fire Vulnerability Analysis of Wooden Cultural Property Using Fire Simulation – For Bulguksa Temple - | 241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소방청의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연구사업 (20000838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이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242 | Journal of the Society of Cultural Heritage Disaster Prevention Vol. 5, No. 3, December 2020

References
Ahn, C.-S., Kim, H.-Y., You, Y.-H., Kim, H.-J. (2012). “A numerical analysis for fire spread mechanism of
residential building fir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Vol.26, No.1, pp.31-37.
Corentin Macqueron. (2014).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ing of a wood-burning stove-heated traditional
Sauna using nist’s fire dynamics simulator.” Corentin Macquer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Engineer,
pp.1-9.
Gu, S.-H., Kim, H.-H., Song, Y.-J. (2014). “A study on fire features of double-skin facade structure by using fire
simulation (FD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Vol.28, No.1, pp.1-11.
Gyeongju-si. (2017). “Report on the painting pattern and precise survey about Daeungjeon-hall of Bulguksa temple”
Gyeongju-si Service Report, p.633.
Hietaniemi, J., Hostikka, S., Vaari, J. (2004). “FDS simulation of fire spread - comparison of model results with
experimental data” VTT Working Paper 4, Finland, p.45.
Jee, M.-H., Lee, B.-K. (2006). “Applicability of FDS for the fire hazard analysis of the fire zone at nuclear power
plant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Vol.20, No.4, pp.13-18.
Kang, S.-H. (2001). “Computer aided reconstruction of a destroyed ancient building : Daewoongjun in Bulguk-temple-”
Paper for Master Degree, Ewha University, p.92.
Kim, J.-H., Kim, E.-S., Park, H.-J., Lee, M.-B., Kim, D.-H. (2006). “A study of calory analysis methods about
surface fire fuel.”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Vol.22, No.3, pp.258-264.
Rein, G. Amno, B. Carlos, F., et al. (2006). “A comparison of three fire models in the simulation of accidental fires.”
SAGE Journals, Vol.16, No.3, pp.183-209.
Song, Y.-J., Gu, S.-H. (2016). “A study on the fire alarm system of vertical fire spread structure by using FD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Vol.30, No.5, pp.1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