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우리나라의 주거시설은 전통적인 한옥 중심의 가옥구조

에서 현재는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시설이 되었으며,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

트의 비중은 59.9%이지만 연립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

동주택의 비중은 74.5%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2/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건축기술의 발달로 고층화, 대형화, 복잡화되어 현재는 30

층이 넘는 초고층 공동주택의 건축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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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동주택은 과학의 발전과 도시의 랜드마크적 상징성으로 점점 고층화 고밀화되어 가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도 함께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사고 발생 

대비 사상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상자의 주요 피해 원인은 심야 시간에 수면 상태에서 화재를 늦게 

인지하여 연기에 의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재실자의 연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

내에 별도의 배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현재 설치된 

시설물을 활용하여 연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공학적 입장에서 유용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검토 결과 전열교환환

기방식과 주방공용배기방식을 선정하여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증 여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피난허용시간

(ASET)이 25층은 27 s, 35층은 30 s, 50층은 35 s가 향상되었다.

ABSTRACT

Apartment buildings are becoming taller and more densely populated with the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he 

development of cities, Consequently, various amenities and safety facilities are being develo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However, according to statistics, the number of casualties in apartments accounts for a high proportion 

of accidents, and the leading cause of the casualties is smoke emitted from fires while sleeping at night. Although it is 

best to install separate indoor facilities in apartments to minimize smoke damages to occupants, it is useful to minimize 

the smoke damages by utilizing the installed facilities while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occupants. Based on the 

review, the heat exchanger ventilation system and the kitchen collective exhaust system were selected, and the feasibility 

of these systems was verified through fire simulation . From the verification results, the available safe egress time improved 

by 27, 30, and 35 s on the 25th, 35th, 50th floors, respectively.

Keywords : Fire safety, Heat exchanger ventilation system, Kitchen collective exhau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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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공동주택의 고층화는 입주자의 안전성과 쾌적성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안전성은 자

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런 안전성 중에서 입주자에게 가

장 위협적인 위험요소는 화재위험이라 할 수 있다. 국내 화

재발생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은 전체 화재대

비 26%정도이지만 사망자 발생율은 전체 사망자 대비 46% 

수준으로(1), 실질적인 인명안전설계가 아직도 미흡한 실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의 화재위

험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자 한다.

2. 본  문

2.1 공동주택의 화재위험성(1,2)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화재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화재 발생 주요 요인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주의한 주된 요인은 담배꽁

초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높게 나타났다. 

화재 시 사상전 인적상태로는 수면 중의 상태가 34%로 

가장 높고 물적 상태로는 연기로 인한 피난 불가의 상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상전 인

적 및 물적 상태는 Table 1과 같다.

화재 시 사상원인으로는 연기 및 열에 의한 사상 건수가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주

요 사상 원인별 분류는 Table 2와 같다.

화재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

의 주요 요인은 야간에 화재가 발생 되었을 때 재실자가 

수면 상태에서 화재를 늦게 인지하여 발생되는 연기에 의

하여 피난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사상

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2 공동주택의 피난안전성 강화

2.2.1 공동주택의 피난안전 방안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재실자가 화재 최성기에 도달하기 전 골든타임내에 실내에

서 대피하여 안전구역으로 피난하는 것이다. 특히 심야 시

간에 화재가 발생되면 재실자는 수면중의 상태로 화재를 

늦게 인지하여 발생되는 연소 가스에 의하여 피난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연기에 의한 피난시

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재실자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

하는 방법이다.

공동주택의 연기에 의한 화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 내에 배연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

Sum Percentage 2015 y 2016 y 2017 y 2018 y 2019 y

Total Sum 7,861 1,438 1,517 1,591 1,650 1,665

Human

Sum 1,664 100 350 204 385 371 354

In one’s sleep 576 34.61 115 97 140 124 100

Retardation disorder 186 11.17 48 43 39 32 24

Mental disorder 178 10.69 42 29 38 46 23

State of drinking 124 7.45 23 15 39 23 24

Drug use 45 2.70 7 8 7 12 11

Manager absence 12 0.72 3 3 2 3 1

Not applicable 543 32.66 112 9 120 131 171

Material

Sum 6,197 100 1,088 1,313 1,206 1,279 1,311

Unable to escape due to smoke (flame). 502 8.10 81 109 96 104 112

Exit lock 92 1.48 18 14 18 20 22

Vehicle collision rollover 79 1.27 16 13 17 18 15

Exit congestion 31 0.50 4 3 12 4 8

Exit barrier 27 0.43 4 8 4 4 7

Security window (door) 21 0.33 2 2 3 5 9

Exit location unknown 13 0.20 2 3 5 3

Unknown 1,439 23.22 247 308 309 314 261

The others 3,993 64.47 714 853 747 805 874

Table 1. Material and Human Condition Before One’s Death and Hurt (2015~2019 year) 
                                                                                              (Unit: Number o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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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존에 설치된 환기 또는 배기시설을 활용하여 배연 성

능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면 기기의 효율성이나 경제

성 면에서 훨씬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환기 및 배기시설을 활용한 연기배출

을 통해 재실자의 피난허용시간(ASET)을 확대하고자 한다.

2.2.2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

하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주택에 대하여 100세대 이상

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

여야 하며, 현재 공동주택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환기 방식

은 기계환기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연환기방식은 건물 외벽체 부근에 급기구 및 배기구

를 설치한 후 건물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압력차와 

풍압에 의한 기류이동을 이용하여 환기하는 방식이다. 자

연환기방식은 외기의 온도, 바람의 속도와 방향 등에 의하

여 많은 영향을 받는 특성으로 실내에 필요 환기량을 일정

하게 유지할 수 없고, 화재시 연기를 자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하고자 할 때 외부에서 역풍이 유입되면 실내 화재 발

생 장소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어 역으로 화재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연배출구는 연기배출구로 활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계환기방식은 건물 외벽체에 급기팬과 배기팬을 설치

한 후 기계력을 이용하여 환기하는 방식이다. 기계환기방

식은 외기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내에 필요한 환기

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급기와 배기를 본래의 목

적에 맞게 제어가 가능한 방식이다. 또한 공동주택 등과 같

이 실내 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에서 실내 환기를 할 

때 실내의 배기되는 폐열을 외부의 급기되는 신선 공기에 

예열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환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기계환기

방식은 기계1종 환기의 열회수방식과 기계2종 환기의 바닥

열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닥열방식은 배기를 자연배기

로 하는 2종 환기방식으로 화재시 연기배출에 제약적인 요

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급기 및 

배기를 기계적으로 하는 1종 환기방식의 전열교환환기방

식을 중심으로 연기배출을 검토하고자 한다.

전열교환환기방식의 용량은 필요 환기량에 최대 풍량과 

정압손실 및 여유율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공동주택의 대

표적인 평형인 84 m2을 기준으로 전열교환기의 용량을 계

산하면 다음과 같다.

전열교환기 용량 = 필요 환기량 × 최대 풍량(30%) × 

정압 손실(10%)(4)

                  = 74.75 × 1.3 × 1.1

                  = 106.8 ≒ 150 CMH

2.2.3 공동주택의 배기설비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

치하거나 배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

동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에 

주로 적용되는 주방배기방식은 세대별 단독배기방식(단독

배기방식)과 공용배기방식으로 구분되며, 공용배기방식은 

작동방식에 따라 개별 배기덕트형 배기방식(개별배기방식)

과 공용 배기덕트형 배기방식(공용배기방식)으로 구분되는

데, 단독배기방식은 실내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각 세대

에 설치된 배출구를 통하여 세대별로 직접 옥외로 배출하

는 방식으로 화재 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할 때 기압 및 외

기조건에 따라 배출 효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검토 대

Sum Percentage 2015 y 2016 y 2017 y 2018 y 2019 y

Total Sum 9,931 100% 1,778 1,901 2,043 2,110 2,099

Burn 4,958 49.92 927 949 998 1,030 1,054

Smoke toxic gas inhalation 2,717 27.35 466 523 582 592 554

Smoke toxic gas inhalation and burn 1,023 10.30 170 192 226 230 205

Falling or slipping 209 2.10 36 39 39 53 42

Laceration 207 2.08 27 40 47 39 54

Jump off in the middle of evacuation 120 1.20 23 22 25 24 26

Compound cause 97 0.97 17 12 26 23 19

Building collapse 17 0.17 3 3 2 4 5

Trapped 9 0.09 1 4 2 2

Unknown 203 2.04 39 47 41 37 39

The others 371 3.78 69 70 55 76 101

Table 2. Cause of One’s Death and Hurt (2015~2019 year) 
                                                                                               (Unit: Number o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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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제외하였다. 

개별배기방식은 세대마다 내장형 전동기 및 송풍기가 

장착된 레인지후드로 풍량을 조절하여 배기하는 방식으로 

화재 시 연기를 공용PD 내로 배출하게 될 때 각층 세대에 

연기의 역류 방지를 위한 중앙통제장치가 결여되어 인접 

세대에 화재 피해를 확산할 우려가 있어 검토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공용배기방식은 세대마다 송풍기는 없고 정풍량댐퍼 및 

역류방지 전동댐퍼가 설치된 레인지후드로 옥상에 설치된 

한 대의 정정압 환기장치로 여러 세대를 제어하는 배기 방

식으로 화재 시 연기를 정정압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배출

하면서 관리시스템으로 중앙콘트롤이 가능한 방식으로 연

기 배출시설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주방공용배기방식의 공용 배기팬의 용량 산정은 레인지후

드의 배기량에 동시 사용율과 부하손실 등을 감안하여 층별 

세대수에 의하여 산출하며, 주요 층수별 배기량은 Table 3과 

같다.

배기용량(Q) = 세대수 × 세대당 주방배기량 × 동시 사용율 

× 부하손실(5)

세대당 주방배기량 : 주방 필요 환기량 193 m3/h +  ≒ 

200 m3/h 

동시 사용율 : 취사용 도시가스 동시 사용율 적용

부하손실 : 30% 적용

2.3 공동주택내 제연 겸용 설비

2.3.1 제연겸용 전열교환환기방식

전열교환환기방식은 개방형 디퓨져를 각 방에 설치하여 

세대 내 전실을 전체 가동 및 정지하는 전실환기방식과 조

절형 디퓨져를 각 방에 설치하여 각 실별로 가동 및 정지

하는 실별환기방식으로 구분된다. 전열교환환기방식을 제

연 겸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화재실에서는 환기가 작동되고 다른 실에서는 환기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실별환기방식은 환기 운전 및 환기 

풍량 조절이 실별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연 겸용으로 활용

이 가능하고, 전실환기방식도 각 실에 모터댐퍼를 부착하

여 콘트롤하면 실별 환기가 가능하여 제연 겸용으로 활용

이 가능하다. 

제연겸용 전열교환환기방식을 구성하기 위하여 화재감

지시스템과 제어반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화재감

지시스템은 기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의 센서를 이용하거

나 CO 또는 CO2 감지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화재를 감지하

도록 한다. 제어반은 화재감지기에서 신호가 감지되면 화

재실 배기구와 환기유닛이 연동하여 연기를 배출하도록 제

어하는 중앙콘트롤 역할을 수행한다.

제연겸용 전열교환환기방식의 작동은 평소에는 환기유

닛을 통하여 실내의 오염된 공기와 신선한 외기를 열교환

하여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한다. 화재시에는 화재감

지기에 의하여 화재가 감지되면 화재발생 구역의 배기구만 

개방되고 다른 구역의 배기구는 차단하여 발생된 화재연기

를 환기유닛의 바이패스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로 배출한

다. 제연겸용 전열교환환기방식의 환기 및 화재 시 동작 개

요는 Figure 1과 같으며 작동 방법은 Table 4와 같다.

2.3.2 제연겸용 주방공용배기방식 

주방공용배기방식의 옥상층에 설치된 공용의 루프팬은 

상시 저속 회전하여 AD 내부를 음압 상태로 유지하고 있

으며, 재실자가 레인지후드의 풍량을 선택하면 덕트에 설

치된 모터댐퍼가 개방되고, 기계실에서는 댐퍼 개방에 따

른 압력 불균형(차압)을 감지하여 초기 음압 상태로 복귀하

기 위해 팬 회전수를 비례 제어함으로써 배기 풍량을 확보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각 세대의 배기 풍량을 중앙기계

실에서 비례 조절하여 운전하는 특성으로 실별 배기가 가

능하여 제연겸용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연겸용 주방공용배기방식을 구성하기 위하여 화재감

지기, 배기구, 방화댐퍼, 플렉시블덕트, 방연댐퍼, 제어반 

등을 설치하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화재감지기는 실내에서 화재 발생을 감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기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의 센서를 이

용하거나 CO 또는 CO2 감지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화재를 

감지하도록 한다. 배연구는 화재 발생 시 배연 통로의 역할

을 하는 그릴창으로 화재 발생 시 화재 플럼이 상부층으로 

집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주방의 천정면에 부착하도록 한

다. 방화댐퍼는 기존 주방에 설치된 댐퍼와 동일하게 철판

(t = 1.6 mm 이상)으로 퓨즈 용융온도는 103 ℃에서 작동(6)

하는 것으로 한다. 방연댐퍼는 평소에는 닫혀있는 상태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시에는 화재 발생층만 댐퍼

Number of Layers

(the Number of Households)

Exhaust Volume of 

Kitchen 

Concurrent Usage 

Rate (%)
Load Loss Capacity of Exhaust Fan 

25

200 ± 10

41

1.3

2,665 Over

35 39 3,549 Over

50 37 4,810 Over

Table 3. Calculate the Capacity of the Roof Pan    
                                                          (Unit: m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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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방되고 나머지 세대는 기밀을 계속 유지하여 연기 역

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어반은 실내에서 

화재 발생시 화재감지기에서 신호가 감지되면 방연댐퍼 및 

옥상루프팬과 연동하여 연기를 배출하도록 제어하는 중앙

콘트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연겸용 주방공용배기방식의 작동은 평소에는 조리과

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및 취기 등을 레인지후드와 배기덕

트를 이용하여 옥외로 배출한다. 화재 시에는 화재층의 방

연댐퍼는 100% 개방되고, 다른 층은 배기 및 배연기능을 

정지한 후 옥상 루프팬의 최대 풍량으로 화재층의 연기를 

단독으로 배출하도록 한다. 연기를 배출한 이후에는 배기 

및 배연 측 모터댐퍼를 완전히 폐쇄한 후 옥상층에서 워터

제트 등을 이용하여 공동덕트 내부를 청소하고, 청소후에

는 공용 루프팬을 최대로 가동하여 청소 용제가 세대로 역

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한다. 제연겸용 주방공용배기

방식의 환기 및 화재 시 동작 개요는 Figure 2와 같으며 작

동 방법은 Table 5와 같다.

(a) Ventilation works (b) Smoke emission works 

Figure 1. Operation of heat  exchanger ventilation system using both smoke emission facilities.

Ventilation Operation Smoke Emission Operation

Facilities for Use Heat Exchanger Heat Exchanger

Pipe for Use Heat exchange Piping Bypass Piping

Interlocking Operation Automatic and Manual Automatic and Manual 

Interlocking Sensor Timer or Ventilation Sensor Detector or CO2 Meter

Heat Exchange Unit Operation Closed

Bypass Tube Closed Operation

Table 4. Method of Operation of Heat Exchanger Ventilation System using Both Smoke Emission Facilities 

(a) Exhaust works (b) Smoke emission works

Figure 2. Operation of kitchen collective exhaust system using both smoke emiss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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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구현

3.1 시뮬레이션 대상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평형은 가장 보편적

인 84 m2를 대상으로 설정하며, 적용 모델은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지구로서 분양면적 84 m2의 두세대 조합 계단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의 층수는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으로 구분되는 25층, 35

층, 50층을 기준으로 설정(7)하였다. 시뮬레이션 대상 평면

도와 화재 발생에 따른 점검 포인트는 Figure 3과 같다.

3.2 시뮬레이션 수행조건

시나리오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세대내 유입 공

기 배출시설이 없을 때 피난 안전성｣과 ｢제연겸용 전열교

환환기방식과 주방공용배기방식을 배출시설로 활용하였을 

때 피난 안전성｣에 대하여 설정하였으며, 시나리오 설정 

현황은 Table 6과 같다.

화재발생 위치는 공동주택은 화재가 주방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방화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급기량

은 출입문이 닫혀있을 때는 누설량으로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는 보충량을 기준으로 하며, 배기량은 제연겸용 전열교환

환기방식과 제연겸용 주방공용배기방식을 같이 작동하였을 

때 배기량에 안전율을 감안하여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급기량과 배기량의 선정 현황은 Table 7과 같다.

검증을 위하여 화재 시뮬레이션으로 파이로심(Pyrosim)

과 피난 시뮬레이션으로 패스파인더(Pathfinder)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파이로심(Pyrosim)은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산하 건축화재연구소 Building 

and Fire Research (BFRL)에서 개발한 화재프로그램으로, 

입력사항을 수작업으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일부만

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모사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제공해 

준다. 패스파인더(Pathfinder)는 미국의 Thunderhead Engineering

Exhaust Operation Smoke Emission Operation Management Operation

Facilities for Use Range Hood Exhaust Vent Public PD

Interlocking Operation Manual (Select Button) Automatic (Detector) Manual

Motor Damper of Exhaust Side Operation Closed Closed

Motor Damper of Smoke Discharge Side Closed Operation Closed

Common Loop Pan
Operation 

(Proportional Operation) 

Operation 

(Peak Operation)

Operation 

(Peak Operation)

Table 5. Method of Operation of Kitchen Collective Exhaust System using Both Smoke Emission Facilities

Figure 3. Simulation building floor plan.

Use method 25 F 35 F 50 F

When there is no emission facility ○

When there is an emission facility Heat exchange + Kitchen exhaust system ○ ○ ○

Table 6. Scenario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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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한 건물의 피난 소프트웨어로 보행자의 인체치수 

및 보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3D 시각화를 포함한 정보를 제

공해 준다. 

제연겸용 환기 및 배기 시스템의 실제적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한 시뮬레이션 수행조건은 Table 8과 같다.

3.3 화재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피난완료시간(RSET)은 배연 시설이 없

을 때와 배연 시설을 설치할 때 37 s로 동일하게 나타났지

만, 피난허용시간(ASET)은 배연 시설이 없을 때 4분이었으

나 배연 시설로서 전열교환환기방식과 주방공용배기방식

을 사용하였을 때 25층은 27 s, 35층은 30 s, 50층은 35 s 정

도가 연장되었다.

피난완료시간(RSET)이 낮게 나타난 것은 화재실에서 피

난 지연시간(2 min∼4 min)은 감안하지 않고 감지기 지연

시간 26 s만 감안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이며, 특히 

재실자가 수면이나 음주 등의 상태에 의한 피난 지연시간

을 시뮬레이션에 임의로 반영할 수 없어서 낮게 나타난 결

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내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난완료시간

(RSET)을 정확히 산출하여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난허용시간(ASET)을 현재 공동주택내에 설

치되고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연장할 수 있

다면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의미있는 일

이라고 생각된다. 시뮬레이션의 주요 결과는 Table 9와 같

으며,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ure 4이며 피난 시뮬레이

션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4. 결  론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연기배출로 활용 가능한 전열교환환기방식과 주방공용배

기방식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공동주택내에 제연겸용 환기 및 배기 시스템을 적용

Number of layers
Supply volume

Exhaust volume (Safety factor 15%)
When the door is closed When the door is opened

25

1,985 7,277

3,237

35 4,253

50 5,704

Table 7. Supply Volume and Exhaust Volume 
                                           (Unit: m3/h) 

Classify Content

Capacity personnel Residential use 18.6 m2/person 11 Person

Total evacuation delay time
Fire room Detector time 26 s 26 s

Non-fire room Detector detection time (26 s) + W2 (240 s) 266 s

Evacuation exit Exit 01 (1.00 m) 1.00 m

The size of a fire
1,000 kW

Sink [Fire technology solution DB]

Fire growth rate α = 0.007 kW/s2   (Slow fire growth speed range : α ≤ 0.007)

Fuel composition ratio Wood (Red oak) (C = 1.0, H = 1.7, O = 0.72, N = 0.001, Soot yield = 0.015, CO yield = 0.004)

Table 8. Conditions for Performing Simulation

ASET RSET Evacuation safety

When there is no emission facility 4 min

37 s

OK

When there is an emission facility (25 F) 4 min 27 s OK

When there is an emission facility (35 F) 4 min 30 s OK

When there is an emission facility (50 F) 4 min 35 s OK

Table 9.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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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n after fire 4 min after fire 1 min after fire 4 min after fire

8 min after fire 10 min after fire 8 min after fire 10 min after fire

(a) When there is no emission facility (b) When there is an emission facility (25 F)

1 min after fire 4 min after fire 1 min after fire 4 min after fire

8 min after fire 10 min after fire 8 min after fire 10 min after fire

(c) When there is an emission facility (35 F) (d) When there is an emission facility (50 F)

Figure 4. Perform fire simulation (Smoke propagation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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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예상되는 개선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재실자의 피난허용시간(ASET)을 증가시켜 준다. 

공동주택내에 배출시설을 활용할 때 피난허용시간(ASET)

이 25층은 27 s, 35층은 30 s, 50층은 35 s 정도가 연장되어 

재실자의 피난 안전성을 증진시켜 준다. 

둘째, 화재 초기 골든 타임(Golden time)을 확보할 수 있

다. 공동주택 내에 배출시설을 활용하여 30 s 정도의 피난

허용시간(ASET)을 연장할 수 있다면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간과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으로 화재시 재실자의 인명피해

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의 피난시간이 30 s 이내임

을 감안하면 이러한 피난허용시간의 추가적인 확보는 피난

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제연성능 강화를 위하여 기

존에 설치된 환기 및 배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앞으로 공동주택 층수에 적합한 환기 및 배기 시스

템 등을 후속적으로 연구하여 현장에 적용한다면 공동주택

에서 화재 발생시 연기피해에 의한 사상자를 줄이는 데 많

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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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erform evacuation sim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