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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T SMOKE TEST를 활용하여 주차장 배연설비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환기설비를 이용한 배연설비의
성능 검증을 위해 다양한 운전시나리오로 실험하였다. 이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운전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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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물의 대형화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대형화 및 밀집화로 화재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하 밀폐된
공간의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소방대의 진압활동이 어렵다. 특히 상층부로 확산되는 연기로 인하여 지상층
거주자의 위험성이 높으며 소방대 진압활동 시 가시거리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하주차장의 화재
사례를 통해서 연기의 신속한 배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연구용역 등이 수행되었었다. 특히 소방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의 경우 고층 이상의 건축물로써 지하 주차장의 규모 또한 대규모로 심의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특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한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여 화재 시 배연할 수 있는 성능위주의 설계를 하고 있으며 이의 검증을 위해
HOT SMOKE TEST를 많이 시행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 대상 건축물의 주차장 역시 소방성능설계대상으로
환기설비를 이용한 배연설비를 적용한 경우이다.

2. 지하주차장의 배연성능 평가
2.1 대상 공간의 개요
대상 공간은 지방에 위치한 숙박시설 중 호텔로써 지하 5,4,3 층이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다. 각 층별 면
적은 약 19,000 이며 층고는 3 m이다. 주차장 평면도와 환기설비 계획은 아래 Fig. 1 및 2 와 같다. 환기를
위한 급 · 배기팬 및 기류 유인팬의 배치는 크게 3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환기 운전시나리오는 Fig.
2의 ZONE 1, 2 와 같이 지상층 타워 코어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2 개 구역으로 운전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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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연성능평가 개요
본 건축물은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지하주차장의 화재
시 연기배출에 관한 성능 확인 테스트를 하도록 할 것’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본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예
비테스트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급 · 배기 팬의 설치상태, 기류 유인팬의 설치상태,
환기 운전 테스트 등을 모두 체크하였다. 그 외 TAB 및 소방시설 작동점검에서 검증이 완료된 내용은 관련
자료 및 해당 부문의 현장확인으로 대체하였다.

2.3 배연성능평가 시나리오
주차장의 경우 방화구획 없이 대규모로 개방된 공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구획된 거실로 사용되는
공간과는 화재시 연기의 흐름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또한 무덕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화재지점에서 직접적
으로 배연하는 것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같은 특성으로 주차장의 형태, 각 급 · 배기팬 및 기
류 유인팬의 설치 위치 및 사양 등에 따라 배연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환기위주로 구성된 시스템
을 화재시 배연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주차장에서의 배연성능 검증에는 일반 거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
요하다. 이에 본 현장에서는 먼저 평상시 환기시스템의 운전방식을 검토하고 HOT SMOKE TEST를 통해 화
재시 배연성능이 가장 우수한 최적의 운전시나리오를 찾는 것으로 평가를 하였다. 실험시나리오는 아래와 같
다.
첫째, 전 구역의 급 · 배기 팬을 기동하고 연기 발생 5 분후 전 구역 기류 유인팬 작동, 둘째, 전 구역 급
· 배기 팬을 가동하고 기류 유인팬 동시 기동, 셋째, 화재구역에서만 급 · 배기팬 기동, 연기 발생 5 분후 기류
유인팬 기동, 네 번째는 화재구역에 한하여 급 · 배기팬만을 기동하는 것으로 하였다. 상기 시나리오별로 동
시간대의 연기 흐름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상기 Fig. 2에서 해당 실험대상 주차장에서
의 실험시나리오를 위해 지정한 화재구역(연기발생구역) FIRE1, 2, 3 를 확인할 수 있다.

2.4 HOT SMOKE TEST
HOT SMOKE TEST에 사용된 장비 및 장비의 사양은 아래와 Fig. 3 및 Table 1와 같다.
Table 1 실험장비 사양

Fig. 3

장비명

용도

제조자 및 형식

제원

비고

Smoke
generator

연기 발생기

ViCount

smoke output
0-290cmm
(1.0visibility)

2대

Operating
instruction

열풍기

BRK -165

26.62-43.47kW

2대

Camcorder

동영상 기록

-

-

4대

Thermometer

온도계

-

-

1대

아래 Table 2은 최적의 운전 시나리오를 찾기위해 FIRE 3 구역에서 진행된 시나리오별 실험에 대한 동영상
을 일정 시간대로 분류한 것이다. 각 배기구 인접구역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연기의 흐름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나리오 1(전 구역의 급 · 배기팬을 기동하고 연기 발생 5 분후 전 구역 기류 유인
팬 기동)의 경우 연기발생 6 분이후 배기구를 통한 연기의 배출이 확인되나 시나리오 2(전 구역 급 ·배기팬을
기동하고 기류 유인팬 동시 기동)와 시나리오 3(화재구역에서만 급 · 배기팬 기동, 연기 발생 5 분후 기류유
인팬 기동)의 경우는 시나리오 1에 비해 연기의 흐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나리오 4 (화재구
역에서만 급· 배기팬만 기동)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배연이 되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Table 2 시나리오별 연기흐름 비교
시간

4분

7분

10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3. 결론 및 제언
주차장의 평상시 환기는 Fig. 2의 환기 계획도에서와 같이 크게 2 개의 구역으로 운전이 되는 시나리오였
다. 상기 환기 시스템을 화재 시 배연으로 이용하는 조건하에서 최적의 성능을 찾기위한 실험시나리오(운전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전 구역의 팬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과 화재구역만 기동하는 것, 기류 유인팬을 급
· 배기 팬과 동시에 기동하는 것과 일정시간(소방대 출동 시간등 고려) 이후 기동하는 것에 대한 배연성능 비
교를 하였다.
실험 결과 급 · 배기팬의 위치와 기류 유인팬의 흐름방향에 따라 화재구역(연기발생구역)별로 동일 시나리
오에서도 일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실험하여 비교한 결과 시나리
오 1 (전 구역의 급 · 배기팬을 기동하고 연기 발생 5 분후 전 구역 기류유인팬 기동)이 연기배출 성능면에서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실험을 통하여 앞으로 주차장의 환기설비를 이용한 연기의 배출을 계획할 경우 아래 내용을 고려하
기를 제안한다.
첫째, 급 · 배기팬의 설치 간격을 가능한 짧게 하고 기류 유인팬의 흐름 방향을 급 · 배기팬과 같게 하여
기류의 흐름이 끊기는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류 유인팬의 설치각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평상시 환기효율 및 건축구조 등의 이유로 기류 유인팬의 설치각도가 대부분 하방향으로 되어있다. 이 경우
화재발생(연기발생) 초기 상승하는 연기의 흐름을 깨뜨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Fig. 4 및 5에서 설치 각도에 따
라 팬 주변 연기분포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단계에서 소방엔지니어, 기계엔지니어, 건축 및
구조엔지니어가 같이 의견을 공유하여 계획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Fig. 4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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