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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어컨 실외기는 냉매와 함께 가연성 윤활유가 고압으로 충 되어 있어 연소하 이 높다. 

부분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는 미 을 고려하여 건물 외벽에 종렬로 설치하기 때문

에 에어컨 실외기 는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들 실외기를 따라 고층으로의 연소 확 의 

험성이 있다.

  

1. 서론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는 미 을 고려하여 부분 건물 뒤 외벽이나 각 층별 외벽 거치 에 설

치하고 있다. 이 게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는 바람이나 햇빛 등의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냉매 의 

보온재의 손상과 원 이블 피복손상 등을 유발  하여 냉방능력 하와 기화재의 험이 있다. 

  에어컨 실내기의 경우 이연성 재질인 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염에 노출될 경우 그 주

변이 심하게 소손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실외기의 경우 부분 속제로 연소 하 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의 압축기에는 고압의 냉매뿐만 아니라 가연성 

윤활유가 함께 충 되어 있어 화재에 노출될 경우 화염방사기와 같은 연소 거동을 보인다. 이러

한 에어컨 실외기의 화염 분출은 각 상층으로 연이어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에 화염을 시키

며 상층으로 연소 확 의 험이 있어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는 화재 확산 방지를 고려하여 상하

층을 지그재그 식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2.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피해

  Figure 1은 25층 아 트 외벽에 종렬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형태이다. 각층의 실외기와 실

외기는 1층에서 20층에 이르기 까지 층고 2-3미터 간격을 두고 각 세 의 좌우측으로 지어 상

층으로 설치되었다. 이 게 설치된 실외기는 Figure 1과 같이 17층 가옥에서 발생한 화재가 20층

까지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하 다. 

  아 트의 발코니 확장이 법 으로 허용되면서 상층으로의 연소 확 가 거실자의 안 을 

하고 있으며 종렬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한 상층으로의 연소 확 를 용이하게 하는 원인으

로 작용할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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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bustion form by 
out door unit installed on the 
Apartment  

Figure 2. Combustion form by 
out door unit  installed on the 
outside wall of the Building 

Figure 3. Combustion form of 
out door unit 

  에어컨 실외기가 연소 될 경우 Figure 3과 같이 짧은 시간에 최성기에 이르며 이때의 화염은 

높이는 약 5m 이상 이 으며 온도는 약 1,200 ℃ 이상으로 확인되었다.2)

빌딩이나 아 트의 경우 각층의 층고가 3-4 m 이내임을 감안할 때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에어

컨 실외기 간의 거리는 3m 터를 체 넘지 못한다. 

  에어컨 실외기가 연소 될 때 5m 이상의 높이 치솟는 화염은 층에 설치된 실외기를 통해  

층으로 이 되며 이 때 발생하는 약 1,200 ℃이상의 열은 발코니가 없는 층의 유리창 괴 

하고 실내로 화염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재실자의 안 을 할 것이다.

4. 결 론

  에어컨 실외기는 내부에 높은 압력의 냉매와 가연성 윤활유가 충 되어 있어 화재에 노출될 

경우 실외기가 연소되면서 상층으로의 연소 확 의 험이 있다. 실외기를 통해 화염이 확산되는 

험을 방지하기 해서는 실외기를 안 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거나 서로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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