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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 scenario to understand the reaction rate and operational time according to RTI 

value of rate of rise detector in each type in case of fire mattress.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action 

rate and operational time of detector in each scenario, in case when installing a single detector, the 

elevated temperature per minute was raised to 8℃/min ~ 9℃/min. In case when installing two detectors, 

it was raised to 9℃/min ~ 10℃/min. In case when installing three detectors, it was raised to 10℃/min. The 

horizontal distance between detector and mattress was 1.8m~2.5m. Whenever the number of detectors was 

increased, the horizontal distance was decreased. The operational time of detector was within maximum 

540 seconds and minimum 420 seconds. As the research tasks in the future, there should be the 

researches on the effects of reaction rate of detector on the evacuation in case of fire through the result 

value of RSET by setting up the latency until the detector operates, and the researches on the safety by 

understanding if the operational time of detector is suitable for the evaluation standard of performance- 

center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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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재 발생 시 열 및 연기가 감지되면 감지기를 통해 신호

를 보내 경보를 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원인

으로든 감지기의 동작원리에 해당되는 현상이 존재하면 화

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작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재 경보를 

알리는 것을 비화재보라고 정의하며, 화재가 발생한 상황

에도 불구하고 화재 경보를 알리지 않는 경우를 실보라고 

정의한다. [1] 

감지기의 비화재보로 인해 관리에 불편을 느끼는 관리

자들이 화재감지기 전원을 꺼두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2]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감지기들은 열 또는 연

기가 감지되면 경보를 발생하기 때문에 난방으로 인한 열, 

흡연 등으로 발생하는 연기에도 화재로 인식하고 동작하

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들로 인해 감지기의 오동작이 

빈번하다면 화재를 인지하는 시간이 지연되어 큰 인명피

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연구를 분석하면 황동환(2015)의 연구에서는 국

가 화재 안전 기준과 UL(Underwriters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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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하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을 비교

하여 신속한 피난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 하

였다.[3] 홍성호 외(2017)의 연구에서는 차동식 감지기 

및 정온식 감지기의 민감도에 따라 등급 분류 별 감도 특

성을 연구하였다.[4] 류호철(2018)의 연구에서는 일반

적인 화재를 가정하여 화원 5개를 발생시켜 동작시간을 

특정하여, 빠른 감지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설치 

위치를 찾는 연구를 하였다.[5] 

선행연구에서는 감지기의 설치기준을 비교하여 신속한 

피난을 하는 방법, 감지기의 민감도를 분석하여 감도 특성 

연구 그리고 화원의 최적 설치 위치를 찾는 연구들이 대부

분이었지만 RTI값이 변화됨을 통해 화재 시 감지기의 상

승온도와 동작시간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매트리스 화재 시 성능위주소방설

계 방식의 기초 자료를 삼고자 감지기가 동작하는데에 적합

한 감도를 찾기 위한 상승온도 및 동작시간을 분석하였다.

2. 화재시뮬레이션

2.1 건축물 구조 및 실험모델의 설정

다가구 주택 원룸의 침대 매트리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원룸의 구조는 [Figure 1]과 같다. 

원룸의 크기는 가로 4m, 세로 7m, 높이 2.4m 크기이다. 

[Figure 1] Studio Structure of Multiple dwellings House

매트리스는 싱글 매트리스와 더블 매트리스로 설정하

였으며, 싱글 매트리스의 사이즈는 1m x 2m, x 0.3m, 

더블 매트리스는 1.4m x 2m, x 0.3m 이다.

(a) Single mattress (b) Double mattress

[Figure 2] Experimental Model

2.2 감지기의 설치개수 산정 및 설치 위치 

다가구 주택은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이므로 내

화구조로서 바닥에서 반자까지의 높이는 2.4m이다. 다가

구 주택의 바닥면적은 28m이다. 바닥면적과 높이를 기준

으로 해당 원룸에 규약설계방식에 따라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게 되면 <Table 1>과 같이 차동식 스포

트형 1종과 2종은 각 1개씩만 설치하면 된다.[6]

<Table 1> Number of installations of the detector

Deteector Type Calculation formula Number of 

Rate of Rise 

Spot- Type 

Detector 

(Termister)


m

m

 ≒ 1

Rate of Rise 

Spot- Type 

Detector 

(Diaphram)


m

m

 ≒ 1

하지만 성능위주설계방식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다가구 

주택 원룸의 각 부분에서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기 위해

서 감지기를 1∼3개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감지기는 [Figure 3]과 같이 균등하게 배치한다.

(a) Install 1 (b) Install 2

(c) Install 3

[Figure 3] Installation location of the Fire detector

2.3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 구성 시 매트리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나리오는 총 4가지로 <Table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시나리오 1은 싱글 매트리스에서 화재 발생 

시 차동식 1종 감지기 상승온도 및 동작시간, 시나리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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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더블 매트리스에서 화재 발생 시 차동식 1종 감지

기 상승온도 및 동작시간에 대해 분석한다. 시나리오 3에

서는 싱글 매트리스에서 화재 발생 시 차동식 2종 감지기 

상승온도 및 동작시간, 시나리오 4에서는 더블 매트리스

에서 화재 발생 시 차동식 2종 감지기 상승온도 및 동작시

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2> Scenario Composition

Scenario
Composition

Mattress Size Deteector Type

Scenario 1 Single Termister

Scenario 2 Double Termister

Scenario 3 Single Diaphram

Scenario 4 Double Diaphram

2.4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입력 값

매트리스 화재 시 감지기의 반응시간을 위해 시뮬레이

션의 입력변수는 반을물질, Mesh 크기, 초기온도, 화재 

표면적, RTI, 열방출률에 대하여 <Table 3>과 같이 입력

값을 적용하였다. 매트리스의 소재는 Polyurethane이라

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Mesh 크기는 

0.250m x 0.275m x 0.25m로 설정하였으며, 감지기의 

초기온도는 20℃로 설정하였다. 화재 표면적은 바닥의 매

트리스 표면적을 제외한 매트리스 전체를 표면적으로 정

하였다. 싱글 매트리스의 화재 표면적은 3.8m , 더블 매트

리스의 화재 표면적은 4.84m이다.. 감지기의 RTI 값은 

차동식 감지기 1종일 때에는 m·s , 2종일 때에는 

m·s로 설정하였다.[7] 열방출율은 매트리스 방출

율인 381.94kWm에서 싱글매트리스의 화재표면적을 나

눈 값인 100.51kWm으로 설정하였다.[8]

<Table 3> Fire simulation Input Value

Division Input Value

Reaction Polyethylene

Mesh 0.250m x 0.275m x 0.250m

Initial Temperature 20℃

Fire surface area
Single mattress 3.8m

Double mattress 4.84m

RTI

Rate of Rise Spot- 

Type Detector 

(Termister)

m·s

Rate of Rise Spot- 

Type Detector 

(Diaphram)

m·s

Heat Release Rate 100.51 kWm

3. 결과 및 고찰

3.1 시나리오 1 

싱글 매트리스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차동식 1종 감지

기가 동작하는 시간은 <Table 4>와 같다. 감지기가 1개

일 때에는 분당 상승온도가 8℃/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2.5m이며, 540초 이내에 동작하였다. 감

지기가 2개일 때에는 분당 상승온도가 9℃/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2.1m이며, 420초 이내에 동작하

였다. 마지막으로 감지기가 3개일 때에는 분당 상승온도

가 10℃/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2.0m이

며, 420초 이내에 동작하였다.

<Table 4> Scenario 1 Result Value

Sortation Explanation

Number of 

detectors(each) 
1 2 3

Rised Temperature 

Per Minute (℃/min)
8 9 10

Horizontal distance 

between detector and 

mattress(m)

2,5 2.1 2.0

Operation Time(s) 539.5 419.9 418.6

3.2 시나리오 2

더블 매트리스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차동식 1종 감지

기가 동작하는 시간은 <Table 5>와 같다. 감지기가 1개

일 때에는 분당 상승온도가 9℃/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2.4m이며, 420초 이내에 동작하였다. 감

지기가 2개일 때에는 분당 상승온도가 10℃/min, 감지기

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1.9m이며, 540초 이내에 동

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지기가 3개일 때에는 분당 상승

온도가 10℃/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1.8m이며, 420초 이내에 동작하였다.

<Table 5> Scenario 2 Result Value

Sortation Explanation

Number of 

detectors(each) 
1 2 3

Rised Temperature 

Per Minute (℃/min)
9 10 10

Horizontal distance 

between detector and 

mattress(m)

2,4 1.9 1.8

Operation Time(s) 419.9 539.5 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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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나리오 3

싱글 매트리스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차동식 2종 감지

기가 동작하는 시간은 <Table 6>과 같다. 감지기가 1개

일 때에는 분당 상승온도가 8℃/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2.5m이며, 540초 이내에 동작하였다. 감

지기가 2개일 때에는 분당 상승온도가 9℃/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2.1m이며, 420초 이내에 동작하

였다. 마지막으로 감지기가 3개일 때에는 분당 상승온도

가 10℃/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2.0m이

며, 420초 이내에 동작하였다.

<Table 6> Scenario 3 Result Value

Sortation Explanation

Number of 

detectors(each) 
1 2 3

Rised Temperature 

Per Minute (℃/min)
8 9 10

Horizontal distance 

between detector and 

mattress(m)

2.5 2.1 1.8

Operation Time(s) 539.5 419.9 419.9

3.4 시나리오 4

싱글 매트리스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차동식 2종 감지

기가 동작하는 시간은 <Table 7>과 같다. 감지기가 1개

일 때에는 분당 상승온도가 9℃/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2.4m이며, 420초 이내에 동작하였다. 감

지기가 2개일 때에는 분당 상승온도가 10℃/min, 감지기

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1.9m이며, 4280초 이내에 동

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지기가 3개일 때에는 분당 상승

온도가 10℃/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1.8m이며, 420초 이내에 동작하였다.

<Table 7> Scenario 4 Result Value

Sortation Explanation

Number of 

detectors(each) 
1 2 3

Rised Temperature 

Per Minute (℃/min)
9 10 10

Horizontal distance 

between detector and 

mattress(m)

2,4 1.9 1.8

Operation Time(s) 419.9 479.7 419.9

각 시나리오 별 감지기의 분당 상승온도와 감지기 동작

시간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Compare Detector Operating Time for Each Scenario

Nuber of detctors

Scenario   Division 
1 2 3

Scenario 1

Rised 

Temperature Per 

Minute (℃/min)

8 9 10

Horizontal 

distance between 

detector and 

mattress(m)

2.5 2.1 2.0

Operation Time(s) 539.9 419.9 418.6

Scenario 2

Rised 

Temperature Per 

Minute (℃/min)

9 10 10

Horizontal 

distance between 

detector and 

mattress(m)

2,4 1.9 1.8

Operation Time(s) 419.9 539.5 419.9

Scenario 3

Rised 

Temperature Per 

Minute (℃/min)

8 9 10

Horizontal 

distance between 

detector and 

mattress(m)

2.5 2.1 1.8

Operation Time(s) 539.5 419.9 419.9

Scenario 4

Rised 

Temperature Per 

Minute (℃/min)

9 10 10

Horizontal 

distance between 

detector and 

mattress(m)

2,4 1.9 1.8

Operation Time(s) 419.9 479.7 419.9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매트리스 화재 시 차동식 감지기의 종별 RTI

값에 따라 감지기의 반응속도 및 동작시간을 알아보기 위

하여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차동식 감지기의 종별 RTI

값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나리오 1의 경우 감지기 1개일 경우 분당 상승속

도 8℃/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2.5m이며 

동작시간은 540초 이내에 동작한다. 감지기 2개일 경우 

분당 상승속도 9℃/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

는 2.1m이며 동작시간은 420초 이내에 동작한다.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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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일 경우 분당상승속도 10℃/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2.0m이며 동작시간은 420초 이내에 동작

한다.

(2) 시나리오 2의 경우 감지기 1개일 경우 분당 상승속

도 9℃/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2.4m이며 

동작시간은 420초 이내에 동작한다. 감지기 2개일 경우 

분당 상승속도 10℃/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

는 1.9m이며 동작시간은 540초 이내에 동작한다. 감지기 

3개일 경우 분당상승속도 10℃/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1.8m이며 동작시간은 420초 이내에 동작

한다.

(3) 시나리오 3의 경우 감지기 1개일 경우 분당상승속

도 8℃/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2.5m이며 

동작시간은 540초 이내에 동작한다. 감지기 2개일 경우 

분당상승속도 9℃/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

는 2.1m이며 동작시간은 420초 이내에 동작한다. 감지기 

3개일 경우 분당상승속도 10℃/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2.0m이며 동작시간은 420초 이내에 동작

한다.

(4) 시나리오 4의 경우 감지기 1개일 경우 분당상승속

도 9℃/min,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2.4m이며 

동작시간은 420초 이내에 동작한다.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 수평거리는 1.9m이며 감지기 2개일 경우 분당상승속

도 10℃/min, 동작시간은 480초 이내에 동작한다. 감지

기 3개일 경우 분당상승속도 10℃/min, 감지기와 매트리

스 간 수평거리는 1.8m이며 동작시간은 420초 이내에 동

작한다.

각 시나리오별 감지기의 반응 시간을 분석한 결과 감지

기를 1개 설치할 경우 분당 상승온도는 8℃/min∼ 9℃

/min까지 상승하였고, 2개를 설치할 경우 9℃/min∼ 1

0℃/min까지 상승하였다. 3개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10℃

/min까지 상승하였다. 감지기와 매트리스 간의 수평거리

는 1.8m∼2.5m이며, 수평거리는 감지기의 개수가 증가

할 때에 거리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감지기 동작

시간은 최대 540초 이내에 동작되었고, 최소 420초 이내

에 동작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 감지기가 동작하는 시간까지 지연속

도를 설정하여 피난을 하였을 때 RSET의 결과 값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감지기가 반응 하는 속도가 화재발생 시 피난

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감지기

의 동작시간이 성능위주설계의 평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

한 연구를 통한 안전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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