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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bid to avoid the economic loss resulting from traffic jam in urban area, a deep underground road at 40 m 

depth has been considered and the first class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shall be applied according to domestic 

guideline. Automatic-monitoring fire extinguishing system designed to use for fire fighting has been widely applied at 

home and abroad. Recentl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through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to apply 

to road/railroad sector have been underway. Based on such performance of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 

technical/economic analysis of existing water spray systems was conducted and as a result, it has demonstrated the 

superiority in terms of fire suppression as well as in cost efficiency. Then to commercialize this system, more diverse 

studies that will incorporate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tunnels are needed and should the system be promoted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 it's expected to become one of the advanced nations with own original technology in 

a life safety system industry throughout the world.

Keywords: Double-deck tunnel, Automatic monitoring fire extinguishing system, Initial fire suppression, Economic 

feasibility, Water spray extinguishing system

초 록: 국내 도심지 지상교통의 대규모 혼잡으로 발생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40 m 이상의 대심도 지하도로가 

계획되고 있으며, 안전한 장대 지하도로 구축을 위해 국내 지침에 의거하여 1등급 방재시설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재시설의 

일환으로 화재발생시 터널내의 화재확산 방지 및 구조물 붕괴 방지 역할을 하는 물분무 설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기능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외적으로 화재초기진압을 위한 자동모니터 소화설비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철도터널분야에 적용을 위한 이론적/실험적인 연구를 통한 개발 및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 소화설비의 우수한 화재진압성능을 바탕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물분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비교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화재진압성능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분석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본 시스템의 상용화, 제품화

를 위해서는 국내 터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본 시스템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활성화 된다면 

독자적인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선진화 방재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복층터널, 자동모니터 소화설비, 초기화재진압, 경제성, 물분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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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conomic loss caused by traffic congestion in Seoul 

city 

Fig. 2. Plan of underground road tunnel in Seoul city

Fig. 3. Plan of underground road tunnel in Busan city

Fig. 4. Designed section of duplex road tunnel (if use NATM 

(top) or Shield (lower))

1. 서 론

1.1 개요

국내에 수도권 대도심지는 주거와 상업이 집중적으

로 밀집되어 심각한 교통혼잡이 발생되고 있으며, 서

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교통 혼잡으로 인해 약 12.5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서울특별

시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교통 혼잡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5.88%이상씩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한국건

설기술연구원, 2012). 

이러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

기 위해 지상교통망을 구축하여야 하나, 도로망 구축

을 위한 공간 부족, 막대한 용지 보상비 발생, 토지소유

자의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

생되고 있다(Alain, 2008).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서 새로운 교통공간 창출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대심

도 지하공간을 이용한 교통망을 형성하기 위한 건설

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시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Fig. 2와 

같이 동서 3축 남북 3축의 대심도 지하도로 구축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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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ilities installed to prevent the damage according to tunnel grade criteria 

Disaster Tunnel Grade

Prevention Facilities 

Grade

 1  2  3  4
Note

Fire

extinguishing 

system

Fire extinguisher ● ● ● ●

Indoor fire hydrant ●○ ●○ Extended grade or risk index

sprinkler ○

Alarm 

system 

Emergency alarm ● ● ●

Auto fire detection ● ●

Emergency broadcasting ○ ○ ○

Emergency phone ○ ○ ○

CCTV ○ ○ ○ △ Δ: 200m or longer

Imagery sensing △ △ △

Radio rebroadcasting ○ ○ ○ △ Δ: 200m or longer

Information display ○ ○

Access blocking ○ ○

Evacuation

facilities and

system

Emergency lighting ● ● ● △ Δ: 200m or longer

Exit sign ○ ○ ○

Evacuation

facilities 

Connection passage ● ● ●

Evacuation tunnel (1) ● △ Grade1:Evacuation tunnel prior 

application

Grade2:Partition wall separated type 

evacuation passage prior application

Partition wall separated 

type evacuation passage (1)
△ ● ●

Emergency parking ○ ○

Firefighting

system 

Smoke control ○ ○

Supplementary radio system ● ● ● △(2)

Water pipe ●○ ●○ Extended grade or risk index

Emergency socket ● ● ●

Emergency

power 

UPS ● ● ● △(3)

Emergency generator ●○ ●○ △ Extended grade or risk index

● Basic facilities according to extended grade 

○ Basic facilities: according to risk index 

Δ Recommended facilities: according to the review of the need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부산시에서는 만덕-센텀 구간 

대심도 지하도로 구축계획(Fig. 3)을 추진하고 있다.

대심도 지하도로는 도심지 대규모 인프라 건설로 

노선망 구축을 위한 막대한 공사비가 발생되기 때문

에 건설공사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Fig. 4와 같이 소형

차 전용도로중심의 복층터널을 기본단면계획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2), 복층터널

의 설계/시공/방재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 지하도로 방재계획

대심도 지하도로 1개 노선은 약 길이 10~20 km이상 

지하 40 m이상으로 통과하는 장대터널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터널구조물 붕괴 및 인명피해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전한 지하도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설계/시공이 필요하며, 특히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방지 최소화 방재설계가 철저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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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ilities for damage prevention in road tunnel for Fire suppression 

Category Fire extinguisher Fire hose station water spray system

Fire 

suppression

- Insufficient capacity of fire 

extinguisher to suppress the vehicle 

fire 

- Lack of awareness for independent 

fire suppression by evacuatee

- Lack of awareness for using indoor 

fire hydrant by tunnel users 

- As the fire fighter is the actual user, 

it's not considered the fire 

extinguishing system for early fire 

suppression

- Operable at early stage of fire 

because of fire detection and 

operation by tunnel manager

Fig. 5. Water spray extinguishing system in road tunnel Fig. 6. Water spray extinguishing system installed on the side 

wall in road tunnel 

대심도 지하도로는 현행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1등급에 해당되는 도로터널 시설물로

서 현행 지침에 제시된 터널 등급별 방재기준(Table 

1)에 의거하여 계획되어야 한다(국토부, 2016). 최근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대심도 지하도로 

지침(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행 도로터널 

방재설계 기준을 토대로 지침(안)을 추진하고 있다.

1.3 기존 방재기술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심도 지하도로의 경우, 1등급 방재시설 적용으로 

Table 1과 같은 방재설비가 계획되어야 하며, 기존 

방재설비가 가지는 화재진압적인 측면의 특징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Table 2와 같은 방재설

비에서 화재발생 초기에 현실적으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는 물분무 설비밖에 없다(국민안전처, 

2016, 삼보기술단, 2003). Fig. 5와 같이 일반적으로 

물분무설비는 대피자가 화재구역에 최종 대피 후 25 m구

역을 5 m간격마다 설치된 노즐이 분사되는 계획으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주변냉각을 도모한다.

물분무설비는 기본적으로 천장부 좌우측 대칭으로 

일정간격마다 분사헤드가 설치되어 분사되나, 최근 

유지점검 및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터널 측벽에 

측벽설치형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개념도는 Fig. 6과 

같다. 물분무 설비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처럼 화재를 진압하며, 구조물 손상을 최소

화하기 위한 화재초기 진압시설로 되어 있으나, 완전

한 화재진압을 위해 물분사가 화재지점에 집중분사가 

아닌 구역분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재지점에 유입

되는 소화용수의 한계로 인하여 초기 화재 및 완전한 

화재진압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물분사시 화재연기 증발 증기가 가시거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기의 냉각으로 열부력에 

의한 연기의 성층화를 파괴하고 연기층을 강하하여 

터널내부의 전방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최종화재진

압 주체자인 소방차가 현장에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에 고가로 수입된 물분사

헤드의 국산화로 물분무 설비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

하고 있는 추세이나, 물분무설비 시스템 자체의 많은 

분사헤드 및 배관설치공사로 많은 노무와 재료비가 

발생되어 물분무 설비에 대한 대폭적인 공사비 절감

이 어렵다. 또한 경관/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터널 

내부에 많은 노즐, 배관이 노출되어 미관이 좋지 않으

며, 많은 배관 노출에 따른 유지관리 구역증대,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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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Concept of automatic monitor system for fire 

suppression in duplex tunnel

 

Fig. 8. The concept of water injection

Fig. 9. The method to injection of automatic monitor (direct 

injection for long distance : right,  Radial injection 

for short distance and cooling effect : Left) 

물분부 연결배관 동파, 고소작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등이 발생된다.

따라서 기존 방재설비의 기술적, 경제적, 유지관리 

측면의 특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복층터널 설계시공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통하여 화재발생시 화원에 직접 분사하여 화재가 최

대화재강도가 발생되기 이전에 화재진압을 할 수 있

는 자동모니터소화설비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

향 및 물분무 설비 대비 경제성이 있는 여부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2. 자동모니터 소화설비

2.1 개 요

자동모니터 소화설비란 Fig. 7에 개략적으로 나타

낸 것과 같이 터널내부에서 차량화재 발생시 화재가 

최대 화재강도로 이어지기 전 사전에 화재위치를 운

영자 또는 센서로 파악하여 자동/수동으로 화원에 직

접적으로 분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자동모니터 소화설비(Fig. 8, 9)는 터널측면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상하좌우 및 화원과의 거리에 따

라 분사방식의 조절로 화재초기에 진압이 가능하고 

물분무 설비와 동일한 냉각효과가 가능하다.

2.2 특징 

자동모니터 소화설비는 기존의 물분무 설비와는 

다르게 화재최종진압을 위한 소방차가 진입하기 전 

사전에 설치된 자동모니터가 직접 화재를 진압하는 

능동적인 소화설비로서 화재진압 주체인 터널 관리자

가 직접 조종하고 현장에서 자동/수동으로 화재지점

에 분사시킬 수 있어 화재진압측면에서 좀더 효율적

인 시스템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특징을 갖는 자동모니터 소화설비

는 현재 도로터널에 적용되고 있는 물분무 설비와 

비슷한 화재 대응 시스템 중 하나이지만 각각의 특징

을 갖고 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Fig. 10과 같이 

물분무설비와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으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Table 3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자동모니터 소화설비는 Table 3과 같이 화재진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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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pray system
Automatic monitoring fire 

extinguishing system 

Fig. 10. Operation phase of water spray extinguishing system

and automatic monitor system

Table 3. Characteristics of water spray extinguishing system and automatic monitor system 

Category water spray system Automatic monitoring fire extinguishing system 

advantage

∙ Those with proven fire extinguishing capacity are 

installed in most of domestic long tunnels 

 

∙ Excellent fire spreading-prevention capability 

 

∙ Appropriate to current disaster prevention criteria 

∙ Applied to Santa Croce tunnel, Italy 

∙ Sufficient fire extinguishing effect by small flow 

capacity 

∙ Quick fire suppression 

∙ Suitable for small-car road to avoid interruption by 

large car around the fire site 

∙ Efficient in schedule reduction and maintenance by 

reduced capacity (no elevated work is required) 

∙ Low cost 

Dis-

advantage

∙ Excessive flow rate to the extended area for fire 

suppression 

∙ Problem with the fire in car engine room 

∙ Inappropriate to current disaster prevention criteria  

∙ Further R&D and test are needed for loc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으나, 

도로터널에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아직까지는 도로

터널에 지침에도 수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동모니

터 소화설비는 도로터널분야가 아닌 기타 플랜트, 공

장, 격납고 등에 대형화재 진압목적으로 국내외적으

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도로터널 사용목적으로 적합

한 자동모니터 소화설비 기술 및 경제성을 갖고 있다

면 도로터널 방재분야에 새로운 소화설비의 하나로 

발전될 수 있다(경진인터내쇼날, 2015). 

3. 자동모니터 소화설비 국내외 기술
동향

3.1 국내 기술동향

현재 국내의 도로터널 방재설계지침에는 1등급 터

널과 관련된 자동모니터소화설비 설치에 대한 지침내

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용사례 또한 

전무하다. 하지만 도로터널 이외에 유류공장, 화학공

장, 해상 플랜트 등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에 

자동모니터 소화설비가 적용되고 있다. 

자동모니터 소화설비는 도로터널 화재강도(20 MW) 

보다 높은 화재가 발생되는 장소에 주로 설치되고 

있으며, 장거리분사 및 많은 분사량(보통 10,000 L/min 

이상)이 요구되어 대형시설로 설치된다. 반경 50~70 m이

내에 자동모니터 소화설비가 1개소씩 설치되기 때문

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운영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설비를 조작하거나, CCTV와 연동하여 상황자가 직

접 조작패널을 이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Fig. 11, 12와 같이 작업자에게만 의존하

는 시스템이 아닌 설비 자체적인 화재감지를 통하여 

화원에 직접적으로 분사를 하는 자동시스템도 국내에

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대심도 복층터널 초기화재 진압을 위한 자동모니터 소화설비의 적용성 연구

425

 

Fig. 11. Application to automatic monitor system in chemical 

plant and warehouse 

Fig. 12. Automatic water discharger

 

Fig. 13. Application to large automatic monitor system in plant

Fig. 14. Water spray extinguishing system and fire hose station 

with fire extinguishing medium in Shinjuku road tunnel 

Fig. 15. The installation concept of automatic monitor system 

in road tunnel 

3.2 국외 기술동향

국외에서는 도로터널에 기존의 방재시설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량된 설비 개발 및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

며, 자동모니터 설비를 도로터널에 적용하여 자동화 

구현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동모니터 소화설비를 주로 국내와 

마찬가지로 화학공장, 유류공장과 같은 플랜트 분야

에 사용(Fig. 13)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건축물 

내부에서는 화재감지 영상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추적

하여 분사하는 시스템까지 구현하여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도로터널에서는 자동모니터시스템 보다는 

기존의 물 분무 설비의 개량 및 포소화 약제를 포함한 

옥내소화전(Fig. 14)을 설치하여 터널화재에 대한 방

재설비를 계획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플랜트, 공

장 뿐만 아니라 도로/철도터널 분야에도 신사업개발

을 위해 자동모니터 소화설비(개발사 : CACCIALA 

NZA&C)에 대한 제품개발(Fig. 15), 시뮬레이션, 성능

검증 및 상용화가 되어있다(CACCIALANZA&C, 2013). 

제품개발 측면에서 도로터널 화재강도, 시설규모를 

고려한 자동모니터 규모 최소화(60 cm이내) 및 FDS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동모니터 소화설비 화재진압성

능에 대해 이론적인 정립을 하였다. 도로터널 화재발

생시 자동모니터 소화설비 설치 유무에 따른 화재시

뮬레이션 분석결과, Fig. 16, 17과 같이 600초이내에 

자동화 소화설비를 통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며, Fig. 

18, 19에서도 자동모니터 소화설비 작동으로 인하여 

HRR곡선이 현저하게 낮아 화재주변에 충분한 냉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CACCIALANZA 

&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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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FDS simulation of fire following time if operate automatic

monitor (When T=600sec, fire suppression)

Fig. 17. FDS simulation of fire following time if do not operate

automatic monitor (When T=1200sec, fire is still spreading)

Fig. 18. HRR graph if operate automatic monitor 

Fig. 19. HRR graph if do not operate automatic monitor 

Fig. 20. Operation system (TLV) of automatic monitor  

Fig. 21. Application to Santa Croce road tunnel and Montelibretti 

railway tunnel for performance verification 

이러한 자동모니터 소화설비의 화재진압효율 향상

을 위해 도로터널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를 통한 화재

위치를 파악하고 CCTV 또는 IP/TV를 통해 관리자가 

조작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하

도록 자동화 운영시스템(Fig. 20)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자동운영시스템을 도로/철도터널에 시범설치

하여 화재진압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실용화가 가능한 

자동모니터 소화설비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국내외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동모니터 

소화설비의 기술조사결과 국외에서는 도로터널의 새

로운 초기화재진압방식의 기술적으로 우수한 자동모

니터 소화설비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까지 추진되

어 있어 국내에서도 기존방재시설의 단점을 개선하고 

화재초기진압을 위한 방재설비 국산화연구 및 상용화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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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unnel Condition for economic analysis 

Category
Water spray system

Automatic monitoring fire 

extinguishing system 

Up Down Up Down 

Tunnel

length
5,000m 5,000m 5,000m 5,000m

Vertical 

slope
±0.5 ±0.5 ±0.5 ±0.5

Pipe 

zoning

Fire water supply from equipment room at start/end 

point to the tunnel center 

Table 5. Installation specification for economic analysis 

Category Water spray system

Automatic monitoring 

fire extinguishing 

system 

Revie

w

conditi

on

Interv

al

Head interval 5m, 

spraying from 15 

locations at a time 

Nozzle interval 50m, 

spraying from 3 

locations at a time  

Flow 

rate

 Indoor hydrant: 190 x 

2 = 380 ℓ/min

 Water spray system: 

380 x 15 = 5,700 

ℓ/min

 Total flow rate: 6,080 

ℓ/min

 Indoor hydrant: 380 

ℓ/min(not 

simultaneously)

 Water spray system: 

1000 x 3 = 3,000 

ℓ/min

 Total flow rate: 

3,000ℓ/min

Pressu

re
3.5 kg/㎠ 5.0 kg/㎠

Pipe 

diame

ter

∅250 ∅200

Table 6. Changed main contents of facilities according to applied 

automatic monitor system 

Category Major changes 

Fire extinguishing 

system

installation

1. Reduced number of fire pump and 

vibration proof stand  

Fire piping work 

2. Reduced fire main pipe diameter 

3. Change to Sprinkler head and exclusion 

of pre-action valve 

4. Change to diameter and number of fire 

standing pipe and other costs  

 - Pipe to waterproof zone, besides fire 

standing pipe, is excluded 

 - 2 standing pipes to 1 

 - Reduced standing pipe diameter 

 - Reduced labor and other construction cost 

4. 자동모니터 소화설비 경제성 분석

4.1 검토개요 및 조건

국외 기술동향에서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자동모니

터 소화설비는 화재진압 효율, 터널내 냉각효과 등 

기술적으론 우수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기

존방재설비보다 많이 발생되면 현실적으로 국내 터널

에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방재시설에 자동모

니터 소화설비와 화재대응 방식이 비슷한 물분무 설

비와의 경제성 검토를 통하여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제성 검토를 위해 국내 OO터널에 적용되

었던 물분무 설비 공사비를 토대로 복층터널 설계단

면을 고려하여 자동모니터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성 검토를 위한 터널조건은 Table 4와 같으며, 

설치, 운영방법에 따른 조건은 Table 5과 같이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시설적인 측면의 공사비 산출을 수행

하였다.

4.2 경제성 검토 결과 

시설제원에 따라 물분무 설비 대비 자동모니터 소

화설비 사용에 따른 주요 감소 및 변경내용은 Table 

6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소 및 변동사항에 따른 물분무 설비와 

자동모니터 소화설비의 각각 도출되는 공사비는 

Table 7과 같이 도출하였으며, 자동화 모니터 소화설

비는 기존의 물분무 설비 대비 총 33.4억(3,340 million 

KRW) 절감으로 약 28%의 공사비 절감 효과가 나타

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동모니터 사용에 따른 공

사비 증감은 되나 소화용수량의 감소로 인한 배관축

소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차량의 유류화재에 대해 물이 아닌 물+소화약

제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부대시설(압력펌프, 저장탱

크, 소화약제)이 발생되나 총공사비의 5%이내 수준의 

공사비 증가만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의 물분무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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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struction cost according to applied automatic monitor system and water spray extinguishing system

Cate gory Major changes 
Water spray system

Auto monitoring fire extinguish

ing system Cost

Quan tity Cost Quan tity Cost

Fire equipment

install
1. Fire pump and 

  vibration proof stand 
6 160 mil 4 150 mil

 reduced by 

10 mil

Fire piping 

work
2. Reduced fire main 

pipe diameter 
D250 1,310 mil D200 910 mil reduced by 400 mil 

3. Change of Sprinkler 

head and exclusion of 

pre-action valve 

Existing sprinkler 

head 2,175,

2 pre-

action valves per 

hydrant 

720 mil
automatic 

monitor-219
2,190 mil

Increased by 

1,470 mil 

4. Fire standing pipe 

diameter, change to 

quantity, other cost  

   

water proof zone 

pipe 45m per 

hydrant 

2 stand

ing pipe at 50m 

interval, standing 

pipe diameter 

D100

6,620 mil

Standing pipe 

interval 50 m, 

diameter D80

3,080 mil reduced by 3,540 mil 

Total net construction cost 8,820 mil 6,330 mil reduced by 2,480 mil 

Expenses (35%) 3,080 mil 2,220 mill reduced by 860 mil 

Total cost (net cost+expenses) 11,890 mil 8,550 mil reduced by 3,340 mil 

보다도 시설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터널공사에 기계적인 설비규모의 감소로 인한 부가적

인 경제적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공사 

공정효율 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심도 지하도로에서 화재발생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자동모니터 소화설비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 및 기존 물 분무 설비 대비 기술적/경

제적 비교분석을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동모니터 소화설비는 국내에서는 도로터널에 

직접적으로 시범적용 및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았으나, 국외에서는 대형 플랜트 화학공장의 

자동모니터소화설비 시스템뿐만 아니라 도로/철

도터널 적용을 위한 이론적인 분석 및 시범설치를 

통한 성능검증을 통하여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음

을 파악하였다. 

2. 자동모니터 소화설비는 기존의 도로터널 물분무 

설비 대비 화재진압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우수

성을 갖고 있으며, 복층터널을 기준으로 설비적인 

측면의 경제성 검토결과 기존 물분무 설비 대비 

약 33.4억(약 28%)정도 경제적인 절감효과를 확인 

하였다. 

3. 자동모니터 소화설비는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 용

수량 감소 및 입상배관경 축소로 인하여 공사비 

절감을 할 수 있었다.

자동 모니터 소화설비 시스템은 초기화재진압이 

우수한 시스템이며, 국내외적으로 이론정립 및 실험

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지하도로에 적용이 된다면, 물적/인

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방재

시설로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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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시스템의 상용화, 제품화를 위해서는 

국내 터널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시스템, 화재위치별 

최적분사방안 시나리오, 최적분사각도, 분사량 등의 

다양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본 시스템에 따른 제도

적인 개선을 통하여 실용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국내 독자적인 자동모니터 소화설비 시스템

을 통하여 새로운 방재기술에 대한 국내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술의 보급화 및 해외도입을 활

성화하여 선진화 방재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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