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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신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이나 단  아 트단지는 지상층에서 보면 각각이 독립

되어 있는 별도의 소방 상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하층을 통하여 연결된 하나의 소방

상물이다. 이러한 건물의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나 연기가 다른 동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특정동의 소방펌 에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우발 인 선로합선 등으

로 인하여 수신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체 동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 으로 작동되지 않

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화재감지기의 신호에 따라 작동되는 제연 퍼, 비작동식 스 링

클러설비 등이 수신기에서 연동되는 과정을 인천송도에 치한 로벌주상복합 단지를 토

로 하여 소화  제연설비의 연동실태를 분석하 다. 

1. 서론 

  로벌주상복합 단지는 하나의 단지 내에 아 트, 상가  오피스텔 등이 산재되어 있고 

건물의 용도별에 따라 화재수신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지하층의 특정구역에서 화

재가 발생하면 3 의 수신기가 동시에 연동되어야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은 Figur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 트, 상가  오피스텔에 한 리 역을 3개로 구분하고, 각각의 

역별로 수신기를 설치하 다. 그러나 지하층부분이 모두 개방되어 있으므로 수신기 별로 

임의로 권역을 설정하여 경계구역을 구분하고 있다.

  

 

Figure 1.   로벌주상복합단지의 조감도  화재수신기의 감시 역 분할도

2. 본론

 본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31층 ~ 45층으로 아 트 10개동과 오피스텔 1동, 상업시설 8개동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동에는 여러 종류의 화재감지기와 수동으로 화재를 통보하는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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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소화설비,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Table 1.은 본 건물에 설치된 기기장치를 집계

한 일람표이다. 지하층에는 모두 152개의 P형1  발신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장의 특정

구역에서 발신기의 름버튼을 르면, 해당 수신기가 화재신호를 수신하게 되고 이 신호는 

인  동에 설치된 2 의 수신기와 연계하여 작동하게 된다. 화재신호가 발신되면 지하층에 

설치된 경종 152개와 직상발화연동회로를 통하여, 각 동별로 1층에 설치된 경종 34개를 포

함한 총 186개의 경종이 동시에 울리게 된다.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실에 설치된 883개

의 실 퍼와 772개의 자동폐쇄장치가 동작되고, 38 의 FAN이 가동되기 때문에 체 으

로 1,879개의 소방기기가 하나의 화재신호에 의하여 동시에 작동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화재신호 감지용 기기장치 설치내역 

 동명/설비 발신기 차동식감지기 정온식감지기 연기식감지기 알람밸  

 주거동 788 7,111  1,720  3,221  452 

 업무동 93   885   604  410  43 

 매동 56    552   12    402   12 

 소계 827  8,548 2,336 4,033 507 

 소화. 제연 연동용 기기장치 설치내역 

 동명/설비 실 기 퍼 실배기 퍼 자동폐쇄장치 제연FAN 소방펌  

 주거동 772    556   698     32   2 

 업무동 111    111    74     6  2 

 매동 -     -   -   -  5 

 소계 883   667  772     38  9 

Table 1. 로벌주상복합단지의 소방설비 설치내역 집계 표

 이와 같이 주상복합건축물이나 단  아 트단지는 지하층에서 화재신호가 수신되었을 때

에는 1,000 ~ 2,000여개의 출력신호가 동시에 송출되기 때문에 R형 화재수신기의 설비연동 

로그램의 구성 시 이 에 유의하여야 한다.  권역별 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화재수신

기를 각각 설치하는 경우가 부분이므로 특히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 을 때 연동되어

야 할 각종 설비에 한 연동계획을 면 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유의하여

야 할 부분은 경종을 이용한 직상발화방식의 경보, 주차장용 리액션밸 와의 연동을 하

여 설치되는 교차회로방식의 스 링클러 연동용 화재감지기, 방화구역별로 설치되는 방화셔

터연동용 화재감지기 그리고 상가제연이나 실제연을 하여 설치되는 퍼  FAN을 

하여 설치하는 제연용 화재감지기에 한 구역별 화재연동 MATRIX의 구성 시 건물의 특

성에 합한 화재 연동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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