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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방시설의 경우 지진 시 건축물의 진동 수준에 따라 2차적으로 지진하중을 받는다. 따라서 
소방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수준보다 작은 지진동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합리적인 수준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다양한 소방시설에 대한 실물 내진실험을 실시하였고, 내진설계범주에 따른 내진설
계 적용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실험결과 실제 지진 시 내진설계범주 A와 내진설계범주 B
에 대한 건축물의 경우 현재의 소방시설로도 내구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내진설계범주 
C와 D의 경우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해 내진보강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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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방시설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지진시 건축물 진동의 크기에 따라
서 소방시설의 내진성능을 구분하여 내진설계를 실시한다. 소방시설의 경우 대부분 중량이 가벼
워 지진 발생 시 관성력의 크기가 작거나, 건축물에 직접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건축물의 가속
도나 변위가 소방시설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모든 내진설계범주에 
대한 내진설계가 필요하지 않고 일부 과도한 지진하중이 전달될 위험이 있는 내진설계범주에 대
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다양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내진실험을 실시하였고, 
각 실험단계마다 소방시설에 전달되는 가속도의 크기 및 변위의 크기를 계측하여, 내진설계범주 
중에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가 필요한 범주를 결정하였다.

2. 실험장치  실험방법

2.1 내진실험체 제작  입력 지진 의 결정 

  소방시설에 대한 실대형 내진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실험체를 제작
하였다. 수계 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 경보설비를 설치하여 구성하였다. 내진실험을 위한 가진
파는 실진파와 인공지진파를 이용하였다. (그림3)실지진파는 El Centro파, 인공지진파는 전파연
구소 공고 제2009-3호 ‘전기통신장비의 내진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작성된 지진파를 사용하였
다. 
2.2 내진설계범주의 결정 방법

  KBC2009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진설계범주는 표1과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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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eismic Design Categories for short       표2 . Seismic Design Categories for long 
      period                                          period

SDS의 값
내진등급

특 I II

0.50≤SDS D D D

0.33≤SDS<0.50 D C C

0.17≤SDS<0.33 C B B

SDS<0.17 A A A
  

SD1의 값
내진등급

특 I II

0.20≤SD1 D D D

0.14≤SD1<0.20 D C C

0.07≤SD1<0.14 C B B

SD1<0.07 A A A

3. 실험 결과

3.1 내진설계범주 A  B에 한 실험 결과
   내진설계범주 A의 경우 SDS의 값은 0.17g 보다 작다. 본 연구의 진동대 실험결과에서도 
0.07g 수준에 대하여는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진설계범주 A에 해
당할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하지 않아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진설계범
주 B의 경우 SDS의 값이 0.17g ~ 0.33g에 해당한다.  내진설계범주 B의 경우 가압송수장치, 소
화수조 및 저수조의 경우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나, 다른 소방시설의 경우 별도의 내진 보강 
설계를 실시하지 않아도 내진성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3.2 내진설계범주 C  D에 한 실험 결과

  내진설계범주 C 및 D의 경우 지진 발생시 지반가속도 및 건축물에 작용하는 스펙트럼가속도
의 크기가 0.33g 이상 발생하여 대부분의 소방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
라서 내진설계범주 C 및 D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각 설비의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가 필요하
다.

4. 내진설계 범 의 결정

KBC2009에 따라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를 고려할 경우 내진등급 I 및 II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SA지반과 SB 지반에 건설되었을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된
다. 그러나 SC, SD 및 SE 지반에 건축물이 설치되었거나 모든 내진등급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결  론

①  내진등급 특, Ⅰ,Ⅱ의 내진설계범주 A에 해당하는 건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현재의 소방
시공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함으로서 내진성능이 확보된다

②  내진등급 Ⅰ, Ⅱ의 내진설계  B에 해당하는 건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현재의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시공하되 가압송수장치,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자중에 따른 지진력을 
산정하여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내진등급 특, Ⅰ, Ⅱ 의  내진설계범주 C 및 D의 경우 지진발생 시 지반가속도 및 건축물에 
작용하는 스펙트럼가속도의 크기가 0.33g 이상 발생하여 대부분의 소방시설에서 피해가 발
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내진설계범주 C 및 D의 경우 각 소방시설에 대한 부위별 
내진 보강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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