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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체 화재발생 건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공간에 한 화재 

 인명안 의 개선 책에 한 기 연구이다. 주거공간은 다른 어떠한 방호공간보다 가장 높은 

수 의 안 이 요구되는 소방 상물이다. 국내의 주거공간을 표하는 공동주택의 안 을 확보하

는데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화재감시시스템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 에서도 감지기의 

성능이 가장 요한 역할을 한다. 감지기의 성능은 인간의 두뇌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

미 일본의 경우는 공동주택 용의 화재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기 으로 제정하여 리 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미국은 공동주택 용의 화재감시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화재특

성  화재하  등에 한 시험을 통해 다양한 방호공간을 효율 으로 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코드가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동주택에 합한 용 화재감시시스템을 개

발하는데 필요한 기  연구로서 국내와 방재선진외국의 감지기 설치  성능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설치  시험 기 에 하여 조사하 다, 

1. 서론

본 연구는 국내 실정에 합한 공동주택 용의 지능형 화재감시시스템을 개발하기 한 기

연구로서 열감지기  연기감지기의 설치  시험 기 을 심으로 조사하 다. 개발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용의 지능형 화재감시시스템은 거주자가 없는 경우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검자가 

외부에서 거주공간에 설치된 각 감지기를 진단할 수 있다. 한 오동작이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

가 자체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국내의 감지기 설치기 은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국가화재안 기 (NFSC 203)의 제7조, 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시험기 은 한국소방산

업기술원의 감지기의 형식승인  제품검사의 기술기 에 의한 시험을 통하여 검증을 받도록 되

어 있다. 일본의 감지기 설치기 은 총무성령 제40호 공동주택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유지에 

한 기술상의 기 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기 이 별도로 존재한다. 시험기 은 일

본 총무성의 감지기의 한 기술상의 규격을 정하는 성령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설치기 은 

NFPA 101, NFPA72에 시험기 은 UL521과 UL268 등을 따른다.

2. 감지기의 설치  시험 기  비교

 1) 국내·외 감지기의 설치기

한국, 일본. 미국의 감지기 설치기 은 Table 1과 같다.

2) 국내·외 감지기의 시험기

열감지기의 시험 항목은 체 33개 시험 항목  3개국 공통으로 존재하는 시험 항목은 20개, 

국내와 일본에서만 실시하는 시험하는 항목 2개, 미국만 단독으로 시험하는 항목은 11개이다. 연

기감지기의 경우는 체 29개 시험 항목이 있다. 그  3개국이 공통으로 실시하는 시험항목 수

는 16개이고, 국내  일본에서만 실시하는 시험하는 항목 1개, 미국만 단독으로 시험하는 항목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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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stallation Standards of Fire Detector in Korea, Japan and USA
구분 국내 일본 미국 비고

설치기  
분류

부착면의 높이  면   
따른 분류체계 좌동 간격  높이에 따른 구

체 인 분류 한·일동일

간격 
분류

4m 미만∼20 m 이상
까지 분류 좌동 실물화재실험에 의한 감

지기 간격결정 한·일동일

고려사항 감지기가 설치되는 천
정 높이 좌동

천정 높이, 방호목 , 감
지기의 응답 상승률(특수
화재), 화재의 크기, 열방
출율

한·일동일

복합형감
지기 
허용범

높이에 계없이 허용 제한  허용

복합형감
지기설치
장소

계단  경사로 등 모
든 부분

복도  통로, 
11층 이상의 
부분

열감지기
4 m 미만, 8 m 미만으
로 구분, 내화구조와 
기타구조로 구분

좌동 한·일동일

연기감지
기

4 m 미만, 8 m 미만으
로 구분 좌동 한·일동일

시
설치수량 

차동식감지기 : 12개 차동식감지기 
: 12개 차동식감지기 : 35개

조건 : 같은 
면 의 실

연기 감지기 : 15개 연기 감지기 : 
15개 연기 감지기 : 12개

3. 결론

주거공간은 인간의 삶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공간으로 가장 안 해야 할 방호공

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는 공동주택 용의 화재감시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세 별  원격감시를 한 네트워크 속회로가 있는 시스템 구축

2) 수신기 내장형 비상방송, 세  인터폰설비  CCTV와 화재 연동시스템의 구축 

3) 감지기의 설치  시험 기 을 방재선진국의 기술수 으로 개선

감사의 

본 연구는 2013년도 차세 핵심소방안 기술개발사업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D. H. Park, “A Comparative study of technical standards for the fire alarm system in Korea, 

United state and Japan”,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s The University of 

Seoul(2000).

2. www.nema.go.kr, “NFSC 203”

3. www.kfi.or.kr, "Type approval and technical standards of the fire detectors" (2012). 

4. Panasonic, “特定共同住 等の消防用設備等 設置基準解說書”

5. NFPA,"NFPA 101;Life Safety Code"(2009) & "NFPA 72;National Fire Alram Code"(2007).

6. UL 521 & UL 268

(사)한국화재소방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