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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 으로 클럽문화의 활성화로 클럽의 수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축물은 그 

용도에 따라 련법에 의해 배연창과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축물에서 제연은 

인명 피해 최소화의 방법으로 매우 요한데, 재의 클럽들은 실내구조가 매우 다양하고, 최소한

의 법규제도 지키지 않는 실정으로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상된다. 

우리나라에서 ‘배연창’에 한 법률은 건축물 용도의 구분 없이 모든 건축물에 같은 법을 용한

다. 하지만 나이트클럽은 구조와 내장재료의 다양성으로 인해 같은 법률을 용한 배연창의 성능

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정 는 보에서 배연창의 상단높이 변화, 창문개수의 

증가, 창문 면  변화에 따른 값을 비교하여 호흡안 선에 어떠한 향을 끼치는지 화재 시뮬 이

션 로그램인 FDS와 Pyrosim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2. 배연창 련 국내 법  기

우리나라에서 배연창과 련된 규정은 ‘건축물의 설비기  등에 한 규칙’에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

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치에 놓이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 은 산정기 에 의하여 산정된 면 이 1m² 이상으로서 그 면 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 의 1/100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 의 20/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 은 이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비 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 계법령의 규

정에 합하도록 할 것. 

3. 시뮬 이션 조건  수행방법

본 연구에서는 배연창 련 기  가운데 최소한으로 용한 CASE-1을 기 ( 조군)으로 하여 

천정, 보로부터 배연창 상부까지의 높이를 변화시키거나, 배연창의 개수 는 면 을 증가시켜 총 

10개의 CASE로 구분하여 시뮬 이션 시나리오를 설정하 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나이트클럽의 기

층과 보이드(void)를 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층부에서의 연기층 높이 변화를 측정하 다. 여

기에서는 임의로 하나의 배연창을 선택하여 조군인 CASE-1을 기 으로 다른 CASE들에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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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흡안 선(1.8m) 이하로 내려갈 때, 그 연기층 높이를 계산하여 비교하 다.

화재실 바닥면 배연창 개수 배연창 넓이
천정/보∼배연창 상부

까지 높이
화재크기

986m²
12개 (각 층별 6개씩, 

총 2개층 복층구조)
1m² (개당) 0.9m 3MW

Table 1. Fire Scenario and Input data for Fire Simulation Modelling

4. 시뮬 이션 결과  배연창 설치 기 별 성능 분석

시뮬 이션 결과 천정/보로부터 배연창 상부까지의 높이 변화값이 을수록 조군보다 호흡안

선에 늦게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층당 배연창 개수가 증가할수록 조군보다 

호흡안 선에 늦게 도달하 고, 배연창의 면 이 커질수록 연기층이 조군에 비해 호흡안 선에 

늦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  분 (CASE-1은 조군)
CASE-1

(0.9m)

CASE-2

(0.6m)

CASE-3

(0.3m)

CASE-4

(0.0m)

연기높이(m)
기 층 1.77 1.83 2.28 2.00

기 층+1층(복층) 1.72 2.03 2.10 2.10

Table 2. Smoke Height by Distance between the Ceiling/Beam and the Upper Ventilator

구  분 (CASE-1은 조군)
CASE-1

(12개)

CASE-5

(14개)

CASE-6

(16개)

CASE-7

(18개)

연기높이(m)
기 층 1.77 2.20 2.75 1.45

기 층+1층(복층) 1.72 2.61 1.85 2.62

Table 3. Smoke Height by the Number of Ventilators

구  분 (CASE-1은 조군)
CASE-1

(1.0㎡)

CASE-8

(1.25㎡)

CASE-9

(1.5㎡)

CASE-10

(2.1㎡)

연기높이(m)
기 층 1.77 2.50 1.89 2.05

기 층+1층(복층) 1.72 2.12 2.44 2.19

Table 4. Smoke Height by Floo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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