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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용어 설명용어 설명용어 설명

방재분야는 소방 설비 건축 기타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이 혼용되는 분, , ,

야로서 전문용어도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바 본 논문

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연제연제연제연 피난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제연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

의 연기가 유입되지 않게 차압효과 내지는 연기의 방출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을 의미

배연배연배연배연 화재공간에서 발생되는 연기를 배출하는 것을 의미:

제연설비제연설비제연설비제연설비 제연을 위해서 설치되는 설비:

피난층피난층피난층피난층 피난자들을 위해 소방방재적 측면에서 안전하게 구획된 공간 혹은:

지상층을 나타냄

피난문피난문피난문피난문 피난 상황에서 피난을 위해서 열리게 되는 모든 문을 지칭:

방화문방화문방화문방화문 피난문 중에서 충분한 방화성능을 가지고 있는 문을 지칭:

방연풍속방연풍속방연풍속방연풍속 피난자들이 피난을 위해 피난문을 개방하였을 때 제연구역 내로: ,

연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공기를 공급하여 일정한 풍속을 유지

하도록 하는 것

계단실계단실계단실계단실 특별피난계단실:

계단실의 피난문계단실의 피난문계단실의 피난문계단실의 피난문 특별피난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의 방화문을 지칭:

부속실의 피난문부속실의 피난문부속실의 피난문부속실의 피난문 부속실과 옥내공간 사이의 방화문을 지칭:

부속실 겸 전실부속실 겸 전실부속실 겸 전실부속실 겸 전실 부속실과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실을 겸용하는 실을 지칭:

코 어코 어코 어코 어1111 특별피난계단실과 부속실로 구성된 코어:

코 어코 어코 어코 어2222 특별피난계단실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부속실 겸 비상용 엘리베이: ,

터 전실로 구성된 코어

차 압차 압차 압차 압 두 공간 사이의 압력의 차이를 뜻하는 것으로 급기가압설비를 설치: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제연구역제연구역제연구역제연구역 제연대상공간:

제연용량제연용량제연용량제연용량 제연성능 발휘를 위한 급기량과 배연량의 총 합:

CMHCMHCMHCMH : Cubic meter per Ho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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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1111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1.11.11.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연구의 배경 및 목적연구의 배경 및 목적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초고층 건물은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공간효율을 가질 수 있고,

특히 랜드마크적 관점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건립 단.

계에 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는 인천타워 층 상암동 국제비즈(610m, 151 ),

니스센터 층 잠실 제 롯데월드 층 부산 월드 비즈니(580m, 130 ), 2 (552m, 112 ),

스 센터 층 부산 중앙동 롯데월드 타워 층 이 있다(500m, 110 ), (494m, 107 ) .

그러나 초고층 건물인 경우 수직 높이의 증가로 인하여 화재 시 피난시간이

일반 건물에 비하여 배 지연되어 재실자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2~3

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물의 수직통로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연돌효과 는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오작동 출입문 개폐의 어려(stack effect) ,

움 틈새 기류로 인한 소음 발생과 함께 특히 화재 시 유독가스의 급속한 확,

산 및 제연설비의 장애현상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다.

초고층 건물은 일반적인 건물들보다 높이도 높을뿐더러 그 규모도 크기 때

문에 초고층 건물들에서는 많은 인구가 상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량살.

상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와 방화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고 화재 발생 시,

에 피난거리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많은 화재의.

사례로 볼 때 화재의 열기로 사망하는 사람들보다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하,

는 사람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에서는 제연설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연설비는 제연구역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목적으로 설.

치되는데 초고층 건물에서 일어나는 연돌효과 등으로 인해서 안전한 제연설,

비의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는 초고층 건물 내부의 압력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제연설비에 영,

향을 미치는 건축적 요소들에 대한 압력분포 특성에 대해 분석하여 초고층

건물에서의 효과적인 제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초고층 건물의 제연에 관한 국내 법규의 보완과 초.

고층 건물 제연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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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21.2 연구 범위 및 방법연구 범위 및 방법연구 범위 및 방법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존 연구문헌

고찰과 압력분포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의 법규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제연설비성능을 개.

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초고층 건물의 높이에 따른 압력분포를 위주로 분석하,

기 위해서 지하층의 영향은 최소한으로 설정하였다 현재 엘리베이터는 피난.

도구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전실에 대한,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직적 공간의 압력분포 시뮬레이션은,

계단실을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를 개선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고층 건물에서의 압력분포 특성 고찰 및 분석(1)

초고층 건물에서 일어나는 기류와 기압의 특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제연설비,

설계요소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연구역 내의 최소차압과 최대차압에 대한.

기준과 피난문 개폐 시의 방연풍속과 보충량 문의 개방력과 폐쇄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초고층 건물의 압력분포 시뮬레이션의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특성 및 문제점 고찰(2)

국내의 제연설비에 관한 특성과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제연구역 내에서의 급기가압설비의 압력유지 기준과 제연구역에 따른 제연설

비의 선정 방법 연돌효과 문제에 따른 제연설비 대책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초고층 건물의 압력분포 시뮬레이션(3)

초고층 건물 내부의 압력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 건축적 요소 제연( ,

설비적 요소 들에 대해서 초고층 건물의 기준평면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프)

로그램을 통해서 압력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건물의 요소별 압력분포 결과.

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제연설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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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방안 시뮬레이션(4)

영향요소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 검토하기 위해 실제.

로 계획된 초고층 건물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도면 분석을 하여 앞.

서 연구한 영향요소에 대한 분석결과를 적용하였고 초고층 건물의 제연 공,

간에 대한 수직적 구획을 통해 제연설비의 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대안 간 비교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 그림 은 연구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1.1) .

그림( 1.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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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2222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특성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특성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특성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특성

2.12.12.12.1 초고층 건물의 특성초고층 건물의 특성초고층 건물의 특성초고층 건물의 특성

2.1.1 초고층 건물의 정의

현재 초고층 건물의 정의는 나라와 학자에 따라서 제각각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초고층 위원회. (CTBUH, Council

에 따르면 고층 건축물on Tall Building and Urban Habitat) (Tall Building)

은 건축물의 높이 혹은 층수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는다 건축계획과 디자인.

용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고층성 을 가진 건축물이라고 정(Tallness)

의한다 초고층 건물의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층 이상. 50 ,

이상의 건축물을 초고층 건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200m .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으로 층 이상의 건축물을 고층건물로 정의하고 있11

고 초고층건물에 대한 정의는 하고 있지 않다 층 이상의 건물에는 특별, . 11

피난계단을 설치하고 이상의 높이를 가진 건물의 경우 비상용승강기를41m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을 보면 층 이상인. 5 4 16

건축물에 대해서 방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법적인 고

층건물의 정의는 대략 이상 층 이상의 건물인 것을 알 수 있다41m 16 .

초고층 건물의 정의는 나라에 마다 틀린데 미국의 경우 높이와 층에 따라,

서 초고층 건물의 정의가 나누어지지 않는다 초고층건물의 가지 요소로서. 3

먼저 건물의 용적률이 그 지역의 평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수직교통,

을 위한 기계설비가 사용되며 일상적인저층건물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

공법과 기술이 요구되는 것을 기초조건으로 하고 있다.1) 일본의 경우에서는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 조 에 따라서 지상 층 이상 또는 초과하( 81 2) 20 60m

는 건물을 초고층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Lo, S.,Fang, Z., & Chen D, (2001). Use of Modified Network Model For

Analysing Evacuation Patterns In High-Rise Buildings, Journal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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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초고층 건물의 소방적 특성

초고층 건물은 도심에서의 한정된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는 장점 말고도 그 도시와 나라의 랜드마크가 되어 홍보의 한 수단이 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의 외부는 한 도시의 상징성을 반영하면서도 내.

부의 공간에서는 많은 사회적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초고층 건물은 그 높이와 규모로 인하여 일반적인 건.

물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강풍과 지진 태풍이나 진동 등의 환경적인 재해뿐만 아니라 화재 테러 등, ,

의 사회적인 재해에 대해서 더 많은 고려를 기반으로 초고층 건물을 설계하

여야 한다 환경적인 재해의 경우 많은 구조적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각적이.

고 복합적인 대안이 세워지고 있는데 사회적인 재해는 충분하게 대비를 함,

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테러와는 다르게 화재는 그에 대한 예방책 내지는 소방대책

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초고층 건물은 큰.

규모와 상당한 높이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피난거리가 일반건물보다

배로 늘어나고 외부 소방력에 의한 화재진압이 매우 힘들다는 특성이 있다.

화재에 관련된 초고층 건물의 화재 특성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돌효과 심화로 인한 화재의 빠른 확산(1)

연돌효과는 건축물의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공기의 밀도차가 생기고 그에

따라 부력이 생기면서 건물의 수직적 통로 안으로 급격한 공기의 흐름이 발

생하는 것을 말한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일반적인 건물들보다 훨씬 긴 수직. ,

적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연돌효과는 더욱더 심화된다 연돌효과가 생기는.

엘리베이터 실과 계단실 설비 샤프트 등의 공간으로 화재로 인한 연기가 유,

입되게 되면 수직적 통로는 하나의 굴뚝이 되어서 건물 전체로 연기를 전달

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 공기의 온도가 급격.

하게 높아져 연돌효과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에서는 이에 대한 심

각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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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거리 연장으로 인한 피난시간 증가(2)

초고층 건물은 높이와 규모가 상당하고 많은 사회적 공간들로 인해서 유동

하는 인구가 많으며 초고층의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는 인구 역시 많다 따라, .

서 필연적으로 수직적 이동수단인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화재,

시에는 원칙적으로 엘리베이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계단실을 통.

해서 모든 사람이 대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고층에서 지상층으로,

대피하려는 사람의 경우 매우 긴 피난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난.

시간도 증가하는데 화재는 매우 빠른 확산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난,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피난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적 위험성 증가(3)

초고층 건물은 숙박시설 위락시설 집회시설 공연시설 등 다양하고 복합적, , ,

인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인구의 집중이 일어나는데 화재.

가 발생 시에 패닉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공간의 쓰임에 따라서 공간을.

분할하고 구획을 하게 되는데 관람시설이나 공연시설 등은 많은 사람들이 좁

은 공간 내에서 존재하게 되므로 갑작스러운 화재경보로 인하여 패닉 현상이

일어나 제대로 된 피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미국에서 일어난 국제무역센터의 비행기 충돌 테러는 초고층 건물이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있는 초고층.

건물의 경우 테러나 방화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외부 소방력 지원의 한계(4)

최근에 건설되는 초고층 건물들은 외부 커튼월을 유리구조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초고층에서의 강한 풍압과 연돌효과 저감을. ,

위해서 창을 열 수 없게 설계하거나 열리더라도 작은 범위내로 개폐 가능하

도록 설계한다 이러한 유리구조물은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 시 높은 열로 인.

하여 파손되면 산소의 공급통로가 되고 연돌효과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

창의 개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방 사다리차가 접근하여도 소방관이 마땅

히 건물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다 또한 실제로 화재가 일어난.

장소로 접근하는 시간이 초고층 건물의 경우 긴 이동통로로 인해 지연되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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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초고층 건물의 제연초고층 건물의 제연초고층 건물의 제연초고층 건물의 제연

2.2.1 제연방법의 개요

초고층 건물에서의 화재 발생 시 연돌효과로 인하여 불의 진행 속도가 예,

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외부 소방력의 투입 시기가 일반건물보다 늦어,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당한 인원이 피난로로 몰리게 되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피난거리도 상당하기 때문에 피난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

초고층 건물의 화재 시에서 가장 이상적인 소화 방법은 화재 초기에 건물이

가진 화재소화능력이 발휘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다 또한 건물 내부의.

인원들은 제연구역으로 설정된 피난로를 통해서 안전한 피난지역으로 모두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건물이 가진 화재소화능력이 화재 시 제때 발.

휘되지 못하였거나 화재의 크기가 건물의 화재소화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건물 내의 재실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연구역의 안전한 보호이다, .

제연설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물 내의 모든 재실자들이 안전한 지상층으로

모두 대피하기 전까지 피난로로 지정된 제연구역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다 제연구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실의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제연구역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 내의 압력을 높여 연기의 침입

을 방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제연설비를 크게 나누면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설비와 신선한 공기를 급기하

는 차압제연 설비로 나눌 수 있다 초고층 건물에서는 고층에서 부는 강한.

풍압으로 인해 연기의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배출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크기 이상의 화재가 발생 시에 배연설비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하였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에서의 제연설비는 압력의 차이를 이용한.

차압제연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배연설비의 적용을 통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차압제연 방식은 어느 경계를 두고 양 공간에서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면 압

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연기의 유

입을 방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차압제연 방식은 문과 창문의 작은 틈새로 침.

투할 수 있는 연기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차압방식이다 또한.

제연 공간 내에서의 압력과 풍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에서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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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돌효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과압이 발생할 경우 피난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압제연방식에는 가압제연방식과 감압제연방식이 있다 가압제연방식은 제.

연구역 내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압력을 타 구역보다 높게 하여 제

연하는 방식이고 감압제연방식은 제연구역 주변의 공간의 압력을 낮추어서,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감압제연방식의 경우 기밀도가 높지 않거. ,

나 창이 열려 있는 경우 감압효과가 발휘되지 않으며 공간의 배치가 복잡한

경우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연구역에 직접적으로 공기를 가압.

하여 제연하는 가압제연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다 다음 그림 과 그림. ( 2.1) (

는 제연방식에 대한 구성도를 표현한 것이다2.2) .

그림 가압제연방식 개요도( 2.1)

그림 감압제연방식 개요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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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연설비의 영향요소

제연설비가 제대로 설치되고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연설비에 영향

을 미치는 영향요소들에 대해서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제연설비의 영향요.

소는 다음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8 .

연돌효과(1)

초고층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연돌효과는 제연설비계획을 하는데 가장 먼

저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초고층 건물의 높이로 인하여 연돌효과가 극대.

화 되는데 이로 인하여 수직적 통로와 옥내와의 압력 차이가 이상 나100㎩

기도 한다 따라서 연돌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연설비의 공기 공.

급량과 공급위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돌효과 는 건물 내 외부의 온도차로 인하여 공기의 밀도 차(Stack effect)

가 생겨 압력의 차로 인해서 발생한다 겨울철에는 건물의 내부는 따뜻하고.

외부는 차기 때문에 지표면 상에서는 건물의 외부의 압력이 더 높다 압력차.

로 인하여 지표면에서는 건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공기가 이동하고 건물 내부

로 들어온 공기는 따듯한 온도로 인하여 상승한다 이러한 건물 내부의 수직.

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을 연돌효과라고 정의한다. 2)3)4)5)

2) 조재훈 고층 주거건물에서 연돌효과로 인한 압력분포 예측 및 평가 서울대학교 대, ,

학원 박사학위연구, 2005

3) 이광호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기밀 성능 및 연돌효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연구, 2005

4) 이중훈 백인희 건물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연돌효과 대책방안 구축 및 적용 한국설, , ,

비기술협회 설비공조냉동위생 년 월호/ · · 2008 2 pp96~107

5) 여용주 초고층 건물의 성공적인 연기제어를 위한 연돌효과 대책 한국설비기술협회, ,

설비 공조냉동위생 년 월호/ · · , 2008 2 pp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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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는 건물 외부의 온도가 높고 건물 내부의 온도는 낮기 때문에 지표

면의 건물 내부의 압력이 더 높게 된다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공기가 이동한

다 따라서 건물 내부의 수직적 공간에서는 공기가 하강하는 현상이 일어나.

고 이를 역 연돌효과 라고 한다 그러나 연돌효과로(Reverse stack effect) .

인한 공기의 흐름은 온도차에 비례하기 때문에 건물의 실내 외 온도차가 심

하지 않은 여름철에는 역 연돌효과의 문제점이 겨울철에 비해서 크지 않다.

6)

그림 계절별 연돌효과 개요도( 2.3)

건물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로 인하여 공기의 밀도차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건물 외벽에 생기는 밀도차는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커지게 된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연돌효과 문제가 심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조재훈 고층 주거건물에서 연돌효과로 인한 압력분포 예측 및 평가 서울대학교 대, ,

학원 박사학위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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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의 차압유지(2)

제연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압력 유지를 통해 차압효과를 확보하여야

한다 차압효과를 저해하는 초고층 건물 내의 연돌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연구역의 틈새로 연기.

가 침입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압력을 설정하여 제연구역의 차압효과를 유지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을

옥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40 ( 12.5 )㎩ ㎩

다 또한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에는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

역과 옥내 공간과의 차압은 최소차압의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70%

정하고 있다.7)

일정한 압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차압 뿐만 아니라 최대차압까지 고려하

여야 한다 피난문에서의 과도한 압력의 작용은 문을 개폐에 영향을 준다 피. .

난문을 여는 위치에서 사람이 미는 힘으로 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110N .

차압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난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닫히는 것도

중요하다 제대로 닫혀 있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공기의 방출로 인하여 제연구

역 내의 차압제연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난문의 도어클로저

에 대한 폐쇄력의 고려가 필요하다.

가압제연방식으로 제연구역의 압력을 높게 유지할 경우 내부의 압력이 최,

대차압 이상으로 과다하게 올라가게 되면 피난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점이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초고층 건물의 경우 연돌효과로 인하여 고층의 수직통로.

에서는 제연구역이 아니더라도 과압이 걸려 문 개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이상의 압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과압배출장치가 필요하다. .

화재안전기준8)에서는 과압의 방지를 위해서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급기댐ㆍ

퍼 또는 기준을 만족하는 과압배출장치 즉 플랩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

다 플랩댐퍼는 제연구역 내로 피난문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이 넘어가. 110N

면 댐퍼가 개방되어 과압된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자동차압 과압조. ㆍ

절형 급기댐퍼는 제연구역과 옥내공간 사이의 차압을 압력센서로 감지하여

과압이 생성 시 제연구역 내로 공급하는 풍량을 조절하여 과압을 방지하는,

7)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제 조(NFSC 501A) 6

8) 제 조 과압방지조치NFSC 501A 11



- 12 -

댐퍼를 말한다 센서로 조절되는 이 댐퍼는 과압을 방지하기도 하고 피난문. ,

의 일시개방 시에 급감하는 압력을 높이기 위한 방연풍속을 조절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플랩댐퍼는 과압된 공기를 단순히 배출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자동.

차압 과압조절형 급기댐퍼는 압력센서를 통해서 압력이 높아지면 공급량을ㆍ

감소시키고 압력이 낮아지면 공급량을 증가시켜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

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방연풍속(3)

방연풍속 개요1)

제연구역은 화재 시에 연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 하면서도 피난인원의 안

전한 진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난문은 수시로 열리고 닫히게 되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할 압력이 수시로 변화하게 되는데 피난문이 열렸을 때,

급격하게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 피난문이 열렸을 때를 대비하여 제연구역.

내의 제연용량을 늘리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차압효과를 낼 수 있는 방연풍속

을 통해서 압력을 유지한다 다만 피난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차압효과를 내. ,

기 위해서 방연풍속을 높게 하면 설비 용량도 커질뿐더러 화재실로의 공기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기가 제연구역 내로 침입하지 못하.

는 적정한 수준에서 방연풍속을 결정하여야 한다.

방연풍속의 크기2)

국내외의 방연풍속 기준을 정리한 것은 다음 표 과 같다<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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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NFSC 501A)

제연구역 방연풍속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0.5 m/s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0.7 m/s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 내화시간이 분( 30

이상인 구조를 포함한다 인 것)

0.5 m/s

유럽통합표준

(EN-12101-6 9))
피난문이 잠시 열릴 경우 0.75 m/s

미국

(NFPA 92B 10))
특정한 기준 없음

1.02 m/s

이내

표< 2.1 국내외 방연풍속 기준>

화재 시에는 높은 고온의 공기로 인하여 부력을 생성하고 이로 인하여 매우

높은 압력이 화재층에서 발생하게 된다 방연풍속은 침투하는 연기를 막기.

위해 제연구역 내의 압력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화재 시 차압제연설비를,

가동할 때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개폐구에서 발생되는 역기류를 상쇄시

키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방연풍속은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강한 역기류를 상.

쇄시킬 정도의 풍속을 가지면서도 그 이상의 풍속을 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과도한 풍속이 발생되면 연기의 제연에도 역효과가 발생하고 화재공간. ,

으로 공기를 과잉공급하게 되어 화재를 크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방연풍속.

을 설계 및 시공할 때에는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역기류가 상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9) EN 12101 Smoke and Heat control systems. 2005 Part 6. Specification for

pressure differential systems - Kits

10) NFPA 92B Standard for Smoke-Control System Utilizing Barriers and

Pressure Difference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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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외기의 공급(4)

누설량1)

차압제연 설비는 제연구역 내로 공기를 공급하여 다른 공간보다 높은 압력

을 유지하여 차압 을 형성하는 것이다 제연구역 내로(Pressure Differential) .

공기를 가압하다보면 공간 내의 피난문이나 창문 등의 공기 누설틈새로 새어

나가는 공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제연구역의 차압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누설량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제연구역 내로 가압제연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위시간당 필요한

공기의 공급량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가압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공기누설률.

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 공기누설량은 공기가 누설되는 문(Air leakage rate) .

이나 창의 틈새 면적과 차압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제연구역 내로.

일정한 압력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의 누설량만큼 공기를 공급하고,

방연풍속을 유지시키기 위한 보충량을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가압공간의 공기

공급량은 누설량과 보충량과의 합과 같아야 한다.

누설량은 다음 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2-1) .

    식( 2-1)……………………………………………

 누설량 ()

 

  틈새의 총 단면적()

  차압 ()

  누설틈새에 대한 여유율 값

보충량2)

피난 시에 피난문이 열릴 때 제연구역 내의 압력 저하로 인한 연기의 유입

을 막기 위해 방연풍속을 고려하여 제연구역 내부로 공기를 보충하게 되는

데 보충되는 공기의 양을 보충량이라고 한다 국내 방연풍속 기준은 표, . <

에서 밝힌 것과 같이 기준을 따르며 제연구역에 따라서2.1> NFSC 501A

0.5~0.7  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 식 은 보충량의 계산식을 나타. ( 2-2)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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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 2-2)……………………………………

  보충풍량 ()

  거실로 유입되는 공기량 ()

  방연풍속 제연구역에 따라서 또는( 0.5 0.7 )

  출입문면적 ()

  층 이하 층 이상20 1, 21 2

  Leakage resistance factor

보충량의 계산은 가압이 되는 제연구역으로 들어오는 피난문과 나가는 피난

문이 동시에 열린다고 가정한다 제연구역에 연결된 피난문이 여러 개일 경.

우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 개씩만 열리는 것을 가정하여 보충량을 구해야1

한다.

방화문(5)

방화문은 피난 시에 사용하는 피난문의 역할을 하며 제연구역의 개구부에

설치하여 화재 시 열 화염 연기유동을 막는다 위험물질이 많은 실의 문 방, , . ,

화구획상의 출입구 문 피난계단 등 수직피난구의 문과 인접건물 등으로부터,

의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의 문 및 창에 설치하게 된다.

방화문의 구조11)12)는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나누며 비차열 성능의

결과에 따라서 그 구조를 나누게 된다 이런 방화문의 성능은 한국산업규.

격13)을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갑종방화문의 경우 비차열 시간 이상의 성. 1

능 을종방화문의 경우 비차열 분 이상의 성능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철, 30 .

재방화문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유리방화문의 경우 건너편 공간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한 피난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만 유리방화문의 내화성능을 가진 유리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

못하고 있어 철재방화문과 효과적으로 결합한다면 피난 시 많은 효과를 볼

11) 건축법 시행령 제 조 방화문의 구조64 [ ]

12) 피난방화규칙 제 조 방화문의 구조· 26 [ ]

13) 성능 이외에도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방화문KSF-3109 KSF-2268-1( ), KSF-2646(

의 차연성 시험방법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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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압제연설비를 이용하여 제연구역의 압력을 조절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에 하나는 개구부의 밀폐 상황이다 건물의 특징에 맞추어 제연설비가 효과.

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구부가 밀폐되어 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

다면 제연구역은 효과적으로 가압될 수 없다 따라서 방화문에 설치되는 자.

동폐쇄장치는 방화문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가압설비를 설치하고 공급량과 누설량 등을 산

출하기 위해서 방화문은 피난 시에 잠시 개방되는 순간을 제외하고 항상 밀

폐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어클로저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

고 있다 도어클로저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14)은 아래 표 과 같이 열리< 2.2>

는 힘과 닫히는 힘을 통해 규격을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호칭 열리는 힘 (N·m) 닫히는 힘 (N·m) 시험도어의 질량

호1 이하22 이상7 25kg

호2 이하32 이상10 40kg

호3 이하60 이상17 60kg

호4 이하80 이상27 80kg

호5 이하100 이상37 100kg

표< 2.2 도어클로저의 한국산업규격>

열리는 힘과 닫히는 힘은 의 열리는 힘 시험 과 닫히는 힘 시험 에 따르고* KS F 2806 4.4.1( ) 4.4.2( ) ,

시험도어의 질량은 시험방법 에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KS F 2806 4( ) .

열리는 힘 시험 완전하게 닫혀진 시험용 문이 열림각도 를 통과할 때의 열리는 힘을 로* : 5±1° N·m

표현한다.

닫히는 힘 시험 시험용 문을 열림 각도 약 정도에서 천천히 닫으면서 열림 각도 를 통* : 20° , 5±1°

과할 때의 닫히는 힘을 로 표현한다N·m .

14) 도어 클로저KSF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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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압 때문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이상110N

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압력을 조절하고 있다 문의 손잡이의 종류 중에서.

는 피난 시에 에 적은 힘으로도 문이 열릴Panic Bar (Panic hardware) Bar

수 있어 안전한 피난로를 확보하고 방화문의 개폐력에 큰 효과를 줄 수 있,

다 에서는 의 열리는 장치의 길이는 문 폭의 이상이고. IBC 1003.319 Bar 1/2 ,

열리는 힘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는 피난 방향에만 설치하65N . Panic Bar

며 계단실의 문에는 열리는 방향의 문에 방화구획상의 방화문에는 양면에, ,

설치된다 그림 는 가 설치된 방화문을 나타내고 있다. ( 2.4) Panic Bar .

그림 가( 2.4) Panic Bar

설치된 방화문

방화문이 닫히는 힘은 열리는 힘과 관련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방화문의 열

리는 힘을 정도로 설정하였을 때 닫히는 힘은 최대 정도가 된다110N , 70N

따라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화문에서 닫히는 경우에 작용하는 최대압력은

정도가 된다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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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연구역의 분류를 통한 제연방식

제연설비는 크게 거실제연설비와 전실제연설비로 나누어진다 거실제연설비.

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 대해서 연기와 열기를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설비이며 전실제연설비는 피난로로 사용되는 전실 등의 공간으로의 연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급기가압방식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물에.

서의 전실제연설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전실제연설비를 위한 화재안전기준15)에서는 가지의 제연방식을 제시하고4

있다 초고층 건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연구역에 따른 제연방식 가지를. 4

표 에서 정리하여 나타냈다< 2.3> .

개요도 설명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급기방식

계단실과 부속실 동시 급-

기하는 방식

국외에서 많이 쓰이는 방-

식

부속실

단독급기방식

부속실만을 급기하는 방식-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쓰이-

는 방식

계단실

단독급기방식

계단실만을 급기하는 방식-

저층건물이나 간단한 구조-

의 사무실 건물에서쓰임

엘리베이터

전실

단독급기

방식

엘리베이터 전실을 급기하-

는 방식

특수한 경우로 거의 쓰이-

지 않는 방식

표< 2.3 제연구역의 분류를 통한 제연방식 개요>

1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조(NFSC 501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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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제연관련 기준

국내의 제연관련 규정(1)

국내 제연설비에 대한 관련 규정은 건축법과 소방법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동일 기능을 갖는 설비에 대해서 건축법에서는 배연설비 소방법에서는. ,

제연설비라고 다르게 칭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기준의 일률,

적인 적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성능발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

다는 단점이 있다 방연풍속 기준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피난문의 기준이.

없어서 방연풍속의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기준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의

무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문의 개폐 성능과 방연 성능이 충분하지 않.

다면 방연풍속의 기준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제연성능이 제대로 발,

휘될 수 없다 다음은 제연설비에 관한 건축법 및 소방법에서 명시하는 사항.

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1)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서는 배연설비 설치대상「 」

을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은 피난을 위한 직통계단, , , .「 」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그리고 방화문과 그 구조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

다음 표 및 표 는 각각에 대한 건축법의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2.4> < 2.5> .

내용

제 조14

(배연설비 설치 대상)

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6 ,

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 아동관, , ㆍ

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 ,ㆍ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쓰이는 거실,

표< 2.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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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내용

제 조8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통,

로를 설치

제 조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구조)

건축물의 층 이상 또는 지하 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1. 5 2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피난계단의 구조2.

개구부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두 내화구조 구획-

마감 재료는 불연재료 사용-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이상- 0.9m

출입구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 언제다 닫힌 상태-

유지하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갑종방화문 또는 을

종방화문 설치할 것

계단은 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3.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면적- , 1

 이상인 창문과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연결할 것

계단실 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들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

으로 구획

내부 마감은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 내부에서 노대 도는 부속실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설치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연결-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로 하고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0.9m

제 조23

방화지구안의(

지붕 방화문 및

외벽 등)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곳의 방화문 및 방화설비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1.

창문 등에 드렌처 설비2.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된 벽 담장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3. ,

불연 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금속망4.

제 조26

방화문의 구조( )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시간 이상 및 비차열1

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30 .

표< 2.5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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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2)

소방법에서 제연설비 설치대상 건물은 표 와 같으며 세부 설치기준은< 2.6>

우리나라 화재안전기준 에 명시되어 있다 은 제연설비의(NFSC) . NFSC 501 「

화재안전기준 으로 거주공간에 대한 시설기준으로 표 과 같으며< 2.7> ,」

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NFSC 501A 「

준 으로 계단실 및 부속실에 대한 제연설비로서 표 과 같다< 2.8> .」

규칙 내용

제 조4

제연설비( )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이내로 할 것1. 1,000㎡

거실과 통로 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상호 제연구획2. ( . )

할 것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를 초과하3. 60m

지 아니할 것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4. 60m

하나의 제연구역은 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5. 2

것

제 조5

제연방식( )

예상제연구역에 대해서 화재 시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유1.

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

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함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2.

통로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3.

표< 2.7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정리> (NFSC 501)

규칙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15

별표4

1.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제곱미터 이상 또는200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인 이상인 것100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2. , ,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1

되는 모든 층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3.

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천제1

곱미터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1

5. 지하가 중 길이가 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500 ,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특정소방대상물 갓복도형 아파트를 제외한다 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6. ( )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표< 2.6 제연설비설치대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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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내용

제 조4

제연설비( )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1.

구역 이외의 옥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를 유지하게 함으

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2.

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피난을 위하여 일시 개방된 출입문이 다시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3.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제 조5

제연구역의(

선정)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1.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2.

계단실 단독제연하는 것3.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하는 것4.

제 조6

차압( )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옥내1. 40 (㎩

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상12.5 )㎩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이2. 110N

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3.

옥내와의 차압은 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70% .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4.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

의 압력 차이는 이하5㎩

제 조7

급기량( )

급기량은 과 의 합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함1 2

기준에 따른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1.

기량 이 경우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 등의 누설량과 같아야 함.

보충량2.

제 조8

누설량( )

누설량은 제연구역의 누설량을 합한 양1.

출입문이 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출입문의 누설틈새면적을 합한2. 2

것

제 조9

보충량( )

보충량은 부속실 또는 승강장 의 수가 이하는 개층 이상 을1. ( ) 20 1 , 20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층 이상의 보충량2

산출된 양이 이하인 경우에는2. 0 0

표< 2.8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501A)



- 23 -

국외의 제연관련 규정(2)

미국1) 16)

다음 표 은 미국의 기계제연방식 기준을 설비방식과 차압에 따라서< 2.9>

정리한 것이다

Code 설비방식
설계기준

차압 기준

NFPA,

17) 92A

NFPA

101

(5-2,3)

계단실과

부속실

동시제연

전용덕트를 통해 층별 급배기-

계단실 25㎩

계단실 가압 부속실 급배기- ,

부속실은 분당 회 이상 환기 배기는 급- 1 ,

기의 이상150%

계단실 입구로부터 이내에 있는 연기- 3m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기동

- 70.8  풍량 계단실부에는 25ㆍ

의 풍압 이상일 때 작동하는 릴리프 개구㎩

부 설치

계단실

제연

최소차압

스프링클러 설치 시- - 12.5㎩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 25 ㎩

BOCA18)

1015.0

계단실과

부속실

동시제연

부속실은 분당 회 이상 환기 배기는 급기의 이상- 1 , 150%

계단실 환기 시 부속실보다 이상의 정압 유지- 29㎩

계단실

제연
스프링클러 설치 시 최소차압 최대차압- 44 , 102㎩ ㎩

표< 2.9 미국의 기계제연방식 기준>

16) 이규락 고층공동주택의 급기가압식 제연시스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 ,

2004

17)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18) BOCA, Building Officials Conference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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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2) (BS 5588) 19)

계단실과 계단전실을 로 가압한다- 50 ±10% .㎩

폐쇄된 문이 있는 각 로비와 전실의 압력은 로 가압한다- 45 ±10% .㎩

전실의 압력은 계단실의 압력과 같거나 조금 낮게 설정한다- .

계단실 또는 계단전실로부터의 배기는 없다- .

- 출입문과 로비 계단 복도 사이의 공기 유속은 이하여야 한다, , 0.75m/s .

사람이 피난이 원활하도록 출입문의 개방하는데 필요한 힘은 으- 100N

로 제한한다.

캐나다3) (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20)

계단이나 승강기로 통하는 복도에 상시 개방된 개구부를 설치하여 외-

기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계단이나 승강기승강장으로 외부로 개방된 창을 가진 전실을 통하여-

연결하는 방식

계단실이나 승강로를 가압하는 방식-

전실 가압 방식-

호주4) (AS 1668.1) 21)

피난층과 화재층 화재 직상층 개층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구조- , (3 )

로 하여야 한다.

- 방연풍속 출입문 개방 시 요구되는 힘 이하로 하여야 한다1m/s, 110N .

계단실 상부에 압력방출을 위한 그릴을 설치 과압방지 하여야 한다- ( ) .

싱가포르5) (Code of practice for fire precaution Chapter 7) 22)

높이가 이상인 건축물의 내부계단실은 자연환기 또는 가압하여- 24m

야 한다.

가압공간의 차압은 로 유지 방연풍속은 이상이 되어야- 50 , 1m/s㎩

한다.

출입문 개방 시 요구되는 힘 이하로 설정한다- 110 N .

거실 유입공기 배출설비 설치한다- .

19) BS, British Standard 5588 : Part 4 1978

20) 안한근 고층공동주택의 방연 제연 계획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 , 2003

21) 김진수 급기가압 제연시스템의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 , 2003

22) 허영준 기계제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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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제연기준 비교(3)

국내외 제연설비 기준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

서 자연제연 방식과 기계제연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자연제연설비 기준의 경우 외기에 면한 개방가능한 창이 있을,

때 부속실 배기구 면적 1.5 이상으로 만들도록 정하고 있을 뿐 급기구,

개구면적이나 급기풍도의 단면적 제연구역의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

기계제연방식에 대한 설계기준을 비교해보면 방호공간에 대한 규정은 선진외

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은 없다 다만 방연풍속 기준이나 제연구역의 방화.

문에 대한 규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

요한데 이를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방화문에 쓰이는 도어클로저 등, .

에 대한 기준은 제연설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적용이 되어 있어 차압

제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성능검토가 충분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제연방식과 부속실 제연 방식에 대해서

이상의 차압효과를 내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조적인 규정들을 두고40㎩

있다 공기의 공급량과 압력 등에만 초점을 맞춘 규정은 건물마다 다른 기밀.

도와 구획방식 댐퍼의 위치 등에 대해서 포용력 있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돌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여 시공할 경우 설비적 대안,

을 통해서 보완해나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을 앞선 연구23)를 통해 알 수 있

다.

미국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설계의 경우 기본적인 을 바NFPA Standard

탕으로 하여 건물 제각각의 특징에 맞추어 제연방식을 선정하고 성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매우 합리적인 성능설계방식에 따라서 초고층 건물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국내의 기준이나 법규들은 충분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제연기준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물 특색에 맞는 성능설계 방식이 아닌 제연 기준에

대한 일괄적인 적용을 통한 제연설비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인 제연 성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3) 최승혁 김옥 외 초고층 건물의 제연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연돌효과 연구 한국, 2, ,

건축친환경설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08.10 p18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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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3333 초고층 건물의 제연 영향요소에 따른초고층 건물의 제연 영향요소에 따른초고층 건물의 제연 영향요소에 따른초고층 건물의 제연 영향요소에 따른

수직피난공간 압력분포 시뮬레이션수직피난공간 압력분포 시뮬레이션수직피난공간 압력분포 시뮬레이션수직피난공간 압력분포 시뮬레이션

3.13.13.13.1 개요개요개요개요

초고층 건물 내의 압력조절을 통해서 차압제연을 유지하는 제연설비의 경우

많은 영향요소에 따라서 건물 내 압력 분포가 달라진다 건물의 높이 건물. ,

내외부의 기밀도 피난문의 상태 등의 건축적 요소 제연구역의 분류나 배연, ,

방식 등의 제연설비적 요소 등에 의해서 압력분포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런.

압력분포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영

향 정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 도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 한다.

3.23.23.23.2 초고층 건물의 압력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초고층 건물의 압력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초고층 건물의 압력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초고층 건물의 압력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

고층건물의 연돌효과에 대한 논문들24)25)26)을 분석해본 결과 건물 내부의

압력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적 요소에는 건물의 높이와 기밀도로 제한될

수 있다고 연구하였다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압력분포가 높아지고 기. ,

밀도에 따라서 압력분포가 변화하는 것27)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제연.

기준들이 방화문 사이의 차압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계단실과 부속실 그리고

옥내공간 사이의 방화문들에 대한 상태 변화에 따라서 차압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연설비에서 압력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제연구역의 분류에 따른

제연설비 배연 방식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제연구역의 분류는 계단, .

24) 조재훈 고층 주거건물에서 연돌효과로 인한 압력분포 예측 및 평가 서울대학교 대, ,

학원 박사논문, 2005

25) 구성훈 고층 건물에서의 연돌효과로 인한 압력차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

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26) 이광호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기밀 성능 및 연돌효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

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27) 박동률 임현우 이중훈 송두삼 외부풍속 및 외벽 기밀성 변화에 따른 고층 사무소, , , ,

건물의 연돌특성 검토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08

pp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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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및 부속실의 동시가압 부속실 단독가압 계단실 단독가압 엘리베이터 전, , ,

실 단독가압 설비 이렇게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초고층 건물에서 적용할4 .

수 있는 제연설비의 종류는 크게 부속실단독가압설비와 계단실 및 부속실 가

압설비로 나누어 비교해볼 수 있다 그리고 제연구역을 일정한 압력으로 유.

지시키기 위해서는 가압을 위한 공급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배연도 중요하다.

배연의 방법에는 배연창 기계배연 스모크타워 등의 방법이 있어 초고층 건, ,

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 은 초고층 건물의 압력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를 정< 3.1>

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분류 비고

건축적 요소

건물의 높이 초고층 건물의 높이별 압력분포-

내 외부 기밀도· 기밀도의 정도별 압력분포-

피난문의 상태
피난 시 옥내 부속실 계단실- , ,

사이의 피난문들의 상태

제연설비적 요소

제연구역의 분류
계단실 부속실 동시가압-

부속실 단독가압-

배연 방식

배연창-

기계배연-

스모크타워-

표 초고층 건물의 압력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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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 초고층 건물의 압력분포 시뮬레이션초고층 건물의 압력분포 시뮬레이션초고층 건물의 압력분포 시뮬레이션초고층 건물의 압력분포 시뮬레이션

3.3.1 개요

본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 시에 압력분포에 영향을 미

치는 영향요소들에 따라서 건물 내부의 압력분포를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화재 시에 가동되는 제연설비적 요소와 건축계획적인 요소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복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그림. ( 3.1)

은 시뮬레이션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 시뮬레이션 흐름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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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프로그램(1)

본 논문에서는 에 의해 개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발된 을 사용하였다 는 많은 층과 많은 공간 구획을CONTAMW . CONTAMW

가진 초고층 건물을 분석하는데 용이하고 틈새 면적의 고려로 인하여 이에,

대한 기류량 분석이 가능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이다 는 건물. CONTAMW

내에서 생기는 압력과 기류의 결과를 통해 연돌효과 분석과 실내 오염도 분

포 제연 공간의 압력 분포 등을 분석할 수 있다, .

많은 공기유동 해석을 분석한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이 검증된CONTAMW

바 있고 국내 연돌효과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CONTAMW

가 쓰이고 있다 또한 각 실과 수직적 공간의 구현이 쉽고 간편하며 공기흐. ,

름에 관한 여러 가지 방정식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양한 공기 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

의 시뮬레이션 과정CONTAMW 28)은 먼저 건물 안의 공간에 대해서 간단명

료하게 정의하여 각 실과 각 층과의 관계를 표현한 후에 목적에 따라서 구획

을 한다 그 후 스케치패드에서 내부의 구성요소를 표현한 후 그 구성요소마. ,

다 사용자가 정의하는 데이터를 입력한다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통해서 창. ,

문 부분의 틈새면적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 팬 덕트 환기장치에, Crack , , ,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스케치패드에 표현되고 정의된 모델링을 가지고 시.

뮬레이션을 하여 그 결과는 스케치패드에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텍스트 파

일로 뽑아낼 수도 있다 그 밖에 에서 개발된 나. NIST SimRead ContamRV

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28) George N. Walton, W. Stuart Dols, CONTAM 2.4 User Guide and Program

Documentation, NISTIR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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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시뮬레이션 입력 변수

외기 조건(1)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겨울철 기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년 동안의 겨울철 자료를 평균하여 분석을 실행30

하였다 대상건물에 대한 시뮬레이션 외기 조건을 표 같이 나타냈다. < 3.2> .

입력 기상데이터 조건 비고

온도

외기 온도 -0.9 ℃
겨울철 서울지역

평년값 평균 자료(1971-2000) 29)

실내 온도 22.0 ℃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Design standards of

Energy Conservation in Building, 2001.5.

[Appendix Table 7]

온도 차 22.9 ℃

압력 대기압 101.3 ㎪ 표준대기압

바람

겨울철

풍향
WNW 기상연보 2007 30)

평균풍속 2.5 m/s
겨울철 서울지역

평년값 평균 자료(1971-2000)

표 대상건물에 대한 시뮬레이션 외기 조건< 3.2>

29)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http://www.kma.go.kr/sfc/sfc_03_05.jsp

30) Annual Climatological Report,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eoul,

Kore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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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도(2)

외피 기밀도1)

초고층 건물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외장재에 대한 기밀도를 정리하면 표<

와 같다3.3> .

분류 기밀도 ()

Curtain wall

Glass and metal

Curtain wall
5.075.075.075.07

Curtain wall

1 2.03

2222 1.141.141.141.14

3 0.78

Panel
Precast Concrete

panel

1 2.19

2 1.96

3333 3.013.013.013.01

4 6.88

Reference

- George N. Walton, W. Stuart Dols, CONTAM 2.4 User Guide and Program

Documentation, NISTIR7251, Contam 1.0 Library

표 초고층 건물의 외피 기밀도 데이터< 3.3>

본 연구에서는 표 에서의 기밀도 데이터들 중에서< 3.3> Glass metal

과 그리고 의 값Curtain wall Curtain wall 2, Precast Concrete panel 3

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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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의 기밀도2)

시뮬레이션에서 활용된 건물 내부의 기밀도 데이터를 표 와 표< 3.4> < 3.5>

로 정리한 것이다.

분류 기밀도

Door

General door 202  ₁

Elevator door 187.5  ₂

Stairwell door 75  ₂

Window
Double, aluminum window 0.72  ₂

Inoperable window 0.58  ₂

Floor Reinforced concrete 0.18  ₂

Interior Wall
Elevator shaft wall 1.72  ₂

Interior partition 1.12  ₂

조재훈 고층 주거건물에서 연돌효과로 인한 압력분포 예측 및 평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 ,₁

사논문, 2005

₂George N. Walton, W. Stuart Dols, CONTAM 2.4 User Guide and

Program Documentation, NISTIR7251, Contam 1.0 Library

표 건물 내부의 기밀도 데이터< 3.4>

층1 틈새 면적 데이터 (cfm)

여닫이 문 일반() 전실 (300/h) (400/h) (500/h)

홑문 150 105 700 920 1,100

짝문 300 210 300 600 840

  총 침기량 틈새 침기량 통행 침기량( = + )

회전문 


수동 작동( )



자동작동( )

정지 시 300/hr 400/hr 500/hr 5/min 10/min

160 350 430 660 780 1,000

  총 침기량 틈새 침기량 통행 침기량( = + )

Reference

1. Curtis O. Pedersen et al, COOLING AND HEATING LOAD CALCULATION

PRINCIPLES, ASHRAE, 1998, pp. 144~151.

2. ASHRAE, 1997 ASHRAE HANDBOOK FUNDAMENTALS,, ASHRAE, 1997, p.25.19.

조재훈 고층 주거건물에서 연돌효과로 인한 압력분포 예측 및 평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3. , ,

사논문, 2005

표 여닫이문과 회전문의 침기값<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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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 기준(3)

제연구역 압력조건1)

현재 거의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차압의 기준은 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도가 되었을12.5 . 50㎩ ㎩

때 연돌효과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 31)가 있고 국외의 많은 나라,

에서 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최대차압을 로 놓고50 , 50㎩ ㎩

분석하려 한다 표 은 시뮬레이션에서 활용하는 차압설정조건에 대한. < 3.6>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설정조건 비고

최소차압
12.5 ㎩

스프링클러 설치( )
NFSC 501A

최대차압 50 ㎩ 기존 연구결과

표 차압 설정조건 개요< 3.6>

가압 방식2)

본 연구는 계단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므로 계단실과 관련된 가지2

가압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부.

속실 단독가압방식과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가압방식의 비교분석하였다.

피난 상황3)

피난층 즉 지상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들은 모두 피난 방향으로 열

려 있다고 설정하고 지상층 위로 개 층을 열려 있다고 설정하여 실제 빈번, 2

히 일어나는 문의 개폐상황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문이 열린 상황에서는.

0.75이상의 방연풍속이 나오도록 설정하여 제연구역의 안전을 도모하였

다.

31)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Inc. Field Verification and Simulation of Problems Caused by Stack Effect in

Tall Buildings, op.cit.,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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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 조건4)

대상 건물은 바닥 면적이 1200 이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 ,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 재료로 시공했다고 가정하여

방화구획을 하지 않았다.32) 또한 저층화재와 고층화재로 분류하여 영향요소

별로 분석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화재층의 경우 계단실과 이어지는 피난로. ,

가 개방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충분한 제연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

화재층에서 충분한 배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재실자들의 안전한 피난이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건물 높이에 따른 풍압(4)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바람의 압력은 달라진다 건물의 높이가 높은 곳에서.

는 높은 풍압이 건물에 작용하므로 제연설비설계 시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

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외피에서 높이에 따라서 작용.

하는 풍압( 은 다음과 같은 식 과 식 로 정의하여 시뮬레이션) ( 3-3) ( 3-4)

에 적용하였다. 33)






  식( 3-3)…………………………………

  기상청에서 측정된 풍속 데이터

  높이와 지형을 고려한 풍속보정계수

  바람 방향의 작용계수

   

 바람의 방위각 ( N=0°, E=90°)

  표면의 방위각

3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14 ( )

33) George N. Walton, W. Stuart Dols, CONTAM 2.4 User Guide and Program

Documentation, NISTIR7251



- 35 -

 풍속보정계수 은 건물이 세워진 지역(Wind speed modifier coefficient, )

적 특성과 건물의 높이에 의해서 계산되어 식 와 같이 적용된다( 3-4) .

  






 
 


 식( 3-4)…………………………

  높이와 지형을 고려한 풍속보정계수

  건물 최상층에서 부는 풍속

  기상청에서 측정된 풍속 데이터

  벽의 높이 일반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말함( )

  풍속에 관한 기상청 자료가 측정되는 높이, 10m

 지역적인 환경계수

  지수

지역 유형 환경계수 () 지수 ()

도심지역 0.35 0.40

교외지역 0.60 0.28

공항 1.00 0.15

표 지역적 환경을 고려한 환경계수와 지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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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시뮬레이션 대상건물

앞으로 지어지는 의 초고층 건물에서는 주거와 오피스 호텔 등300~500m ,

이 혼합된 형태의 건물이 지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지어.

지고 있거나 지어진 건물의 도면들을 가지고 도면 분석을 통해 제연 공간에

대한 기준 도면을 선정하였다 지하층의 경우 건물마다 지하층의 수도 다르. ,

고 면적 또한 제각각이다 그리고 지하층에서 지상층을 구획하는 계획방법에.

따라서 건물 전체의 압력이 변화한다 따라서 지하층은 지상층의 수직적공간.

과 다르게 구획된다고 가정하여 초고층 건물에서 일어나는 압력분포에 대해

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을 때의 압력과 공기의 흐름을 분석하고

자 한다 따라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계단실과 부속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

다 국내 시공되었거나 앞으로 시공이 될 초고층 건물들 개의 건물 개요를. 8

표 에서 나타냈고 표 표 표 은 초고층 건물들< 3.8> , < 3.9>, < 3.10>, < 3.11>

의 기준평면과 코어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빌딩 분류 위치 완공년도 층수 빌딩 높이 건물 형식

A 서울 2002 66(8) 234m 아파트

B 서울 2004 73(5) 264m 주상복합

C 서울 2004 46(3) 162m 아파트

D 서울 2007 50(4) 196m 주상복합

E 인천 2009 65(4) 305m 오피스 호텔+

F 서울 2012 39(7) 144m 주상복합

G 부산 2012 80(5) 280m 주상복합

H 서울 2013 54(7) 275m 오피스

표 국내 초고층 건물 개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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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 코어A

B 의 코어B

C 의 코어C

표 국내 초고층 건물의 기준평면과 코어< 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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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의 코어D

E 의 코어E

F 의 코어F

표 국내 초고층 건물의 기준평면과 코어< 3.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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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의 코어G

H 의 코어H

표 국내 초고층 건물의 기준평면과 코어< 3.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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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공간 A B C D E F G H

계단실 ○

계단실과 부속실 ○ ○ ○ ○ ○ ○ ○ ○

계단실과 부속실 겸

엘리베이터 전실
○ ○

엘리베이터 전실 ○ ○ △ ○ ○

표 초고층 건물의 구획 공간 분류< 3.12>

초고층 건물의 설명은 표 을 참조한다* < 3.8> .

시뮬레이션을 위한 소방대상물은 모두 방향의 피난로를 가지고 있었으며2 1

대 이상의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초고층 건물의 구획공간에.

대해서 정리한 표 를 보면 높이가 다소 낮은 건물과 건물의 경우< 3.12> , C F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에 대한 구획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 모든 건물이.

가압설비를 갖추어 제연구역에 대한 압력을 조절하고 있었다 구획공간을 나.

누어 보면 모든 건물들이 계단실과 부속실을 구획하였고 개의 건물이 부속, 2

실과 엘리베이터 전실을 겸용하여 가압하고 있었다.

현재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피난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방대원들의 이

동수단으로 이용되며 오로지 계단실만을 피난 공간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도 계단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계.

단실의 구획공간을 볼 때 계단실과 부속실로 구성된 코어 계단실과 부속실, ,

겸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로 구성된 코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방향. 2

이상의 피난로를 위한 개 이상의 계단실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준평면에서2 .

는 계단실과 부속실로 구성된 코어와 부속실 겸 엘리베이터 전실로 구성된

코어의 가지로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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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뮬레이션 기준평면( 3.2)

시뮬레이션 기준평면을 다음 그림 과 같이 나타냈고 이에 대한 시뮬레( 3.2) ,

이션 설정조건을 표 와 같이 정리하였다< 3.13> .

지상층의 옥외공간과 연결된 개구부는 남과 북쪽으로 설치하였으며 개구부,

가 열렸을 때 피난자로 인하여 공기의 흐름이 저항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표

준크기의 문 세 개가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개방되었다고 가정하였다.

구분 시뮬레이션 설정조건

기준평면 크기 - 1200 가로 세로= 40m( ) × 30m( )

구성

옥내공간-

일반 엘리베이터 대 엘리베이터 전실- 5 ,

코어 계단실 부속실- 1 : ,

코어 계단실 비상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 2 : , ,

건물 층고
층- 1~3 : 6m

층 이상- 4 : 4m

건물 높이 기본 조건 시뮬레이션 조건에 따라 달라짐- 100m ( )

표 시뮬레이션 설정 조건<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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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뮬레이션 기준평면의 코어형태( 3.3)

그림 과 같이 기준평면의 코어형태를 구성하였다 건물의 저층부에서( 3.3) .

는 다층을 터서 아트리움을 구성하기도 하고 건물의 현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층고가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건물의 층간.

높이는 층부터 층까지는 층 이상부터는 로 하여 시뮬레이션 하였1 3 6m, 4 4m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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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시뮬레이션

초고층 건물의 영향요소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 조건에 관하여 정리한 표

는 다음 표 와 같다 영향요소 시뮬레이션에서 비교조건 이외의 조건< 3.14> .

들은 기본조건을 따른다.

구분 비교조건 기본조건

시뮬레이션 1
피난문의

상태

모든 피난문 닫힘 지상층 층+(10 ,

층20 ) : Open

나머지 층 : Close시뮬레이션 5 피난문의 개폐상태 변화

시뮬레이션 2 기밀도

Curtain wall

1.14 

Curtain wall

1.14 

Precast Concrete panel

3.01 

Glass and metal Curtain wall

5.07 

시뮬레이션 3

배연 방법

배연창

기계배연기계배연

스모크타워

화재 위치
저층화재

-
고층화재

시뮬레이션 4 건물의 높이

100 m

100 m
200 m

300 m

500 m

시뮬레이션 6 가압 방식

부속실 단독가압방식
부속실

단독가압방식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가압방식

표 시뮬레이션 분석조건 개요<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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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1) 1

분석 조건1)

건물의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경우에서의 제연설비 가동을 통해서 일반적인

공기의 흐름과 압력의 분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건물의 높이는. 100m

로 설정하였고 모든 피난문은 닫혀 있는 상태이며 부속실 단독가압방식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의 입력조건을 다음 표 로. 1 < 3.15>

정리하였다.

구분 조건

높이 100 m

피난문의 상태 모든 피난문 닫힘모든 피난문 닫힘모든 피난문 닫힘모든 피난문 닫힘

가압방식 부속실 단독가압방식

차압조건 12.5 ~ 50 ㎩

외피 기밀도 1.14 

표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3.15> 1

분석 결과2)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제연설비를 가동하였을 때 그림 를 와 같, ( 3.4)

이 대부분의 층들이 의 차압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부속실과 계160~260 .㎩

단실로 이루어진 코어 의 경우 기밀한 문들로 인하여 부속실에서 매우 적은1

급기량으로도 기준치의 차압을 발휘하였고 계단실과 부속실 겸 엘리베이터,

전실로 구성된 코어 의 경우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통해서 연돌효과가 발생하2

여 더 많은 가압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는 시뮬레이션. < 3.16> 1

의 급기량 개요에 대해서 나타냈다 그림 는 건물 내의 공간을 나누어. ( 3.4)

실별 압력분포 나타낸 것으로 차압성능 유지를 위해서 부속실과 부속실 겸

전실이 가장 높은 압력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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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급기량 ()

1
부속실 0

부속실 겸 전실 380

2~23
부속실 120

부속실 겸 전실 310

24 0

총 급기량 9840

표 시뮬레이션 층별 신선외기 급기량< 3.16> 1

그림 시뮬레이션 실별 압력분포( 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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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2) 2

분석 조건1)

외부 벽의 기밀도를 Curtain wall, Precast Concrete panel, Glass and

로 나누어 차압과 풍속 급기량 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metal Curtain wall ,

였다 문이 닫혀있을 경우 부속실의 피난문에서 작용되어야 하는 차압능력인. ,

을 만족하게 설정하였고 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방연풍속12.5~50 ,㎩

를 만족하도록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의 입력조건을 다음 표0.75m/s . 2 <

로 정리하였다3.17> .

구분 조건

높이 100 m

피난문의 상태
지상층 층 층+(10 , 20 ) : Open

나머지 층 : Close

가압방식 부속실 단독가압방식

차압조건 12.5 ~ 50 ㎩

배연방법 기계배연

기밀도

Curtain wallCurtain wallCurtain wallCurtain wall 1.141.141.141.14 

Precast Concrete panelPrecast Concrete panelPrecast Concrete panelPrecast Concrete panel 3.013.013.013.01 

Glass and metal Curtain wallGlass and metal Curtain wallGlass and metal Curtain wallGlass and metal Curtain wall 5.075.075.075.07 

표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3.17> 2

분석결과2)

건물의 동서남북 벽에서 작용하는 차압의 평균을 구하여 각 요소별 차압을

다음 그림 로 나타내었다 피난문이 열린 층과 층에서는 외부와의( 3.5) . 10 20

차압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경향으로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차압

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밀도가 높은 의 경우 벽의 차. Curtain Wall ,

압이 높은 만큼 실 내부의 압력도 높고 기밀도가 낮은, Glass and metal

의 경우 차압도 낮아 실 내부의 압력도 낮았다 따라서 기밀도Curtain W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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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벽의 차압도 높아지므로 건물 내부의 압력 역시 높

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시뮬레이션 재료 별 외벽 차압 분포( 3.5) 2

층
급기량

()

Curtain wall
Precast

Concrete panel

Glass and metal

Curtain wall

급기량 배연량 급기량 배연량 급기량 배연량

1

부속실 11500

0

11500

0

12500

0부속실

겸 전실
11000 11000 12500

10, 20

부속실 330

12000

300

11500

270

11500부속실

겸 전실
440 390 350

2~23

부속실 330

0

300

0

270

0부속실

겸 전실
440 390 350

24

부속실

0 0 0 0 0 0부속실

겸 전실

총 제연용량

()

39440 24000 38680 23000 38640 23000

63440 61680 61640

표 시뮬레이션 재료 별 제연용량< 3.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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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별 제연용량을 나타낸 표 과 그림 을 살펴보면< 3.18> ( 3.6) , Curtain

을 설치한 건물에서 가장 많은 제연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wall .

리고 순으로 제연Precast concrete panel, Glass and metal Curtain wall

용량이 줄어들었다 기밀도가 가장 높은 을 설치한 건물 내부의. Curtain wall

압력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제연구역의 최소차압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른,

건물들보다 더 많은 공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연용량으로만 볼.

때 기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건물,

전체의 환기와 온도를 조절하는 공기조화설비를 고려할 때 제연용량의 증대,

는 건물 전체의 제연용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속실과 부속실 겸 전실에서의 급기량을 비교해본 결과 엘리베이터 실이,

붙어 있는 부속실 겸 전실에서 더 많은 급기량이 필요하였다 이는 부속실.

겸 전실로 공기를 공급하였을 때 엘리베이터 샤프트로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시뮬레이션 제연용량 개요( 3.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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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3) 3

개요1)

제연구역의 압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가압과 더불어 화재층과 비제연구

역의 배연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배연창과 기계배연을.

주로 쓰고 있고 초고층 건물에서는 기계배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초고층 건, .

물의 제연설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연돌효과로 인한 문제인데 스,

모크타워의 연돌효과의 성질을 이용한 배연과 압력분포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또한 저층과 고층화재 시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표 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3.19> .

구분 조건

높이 100 m

피난문의 상태
지상층 층 층 화재층+(10 , 20 )+ : Open

나머지 층 : Close

가압방식 부속실 단독가압방식

차압조건 12.5 ~ 50 ㎩

방연풍속 0.75  이상

기밀도 Curtain wall 1.14 

화재층
저층 화재 시 층3

고층 화재 시 층22

배연 방법

배연창배연창배연창배연창
저층 화재저층 화재저층 화재저층 화재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3-13-13-13-1

고층 화재고층 화재고층 화재고층 화재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3-23-23-23-2

기계배연기계배연기계배연기계배연
저층 화재저층 화재저층 화재저층 화재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3-33-33-33-3

고층 화재고층 화재고층 화재고층 화재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3-43-43-43-4

스모크 타워스모크 타워스모크 타워스모크 타워
저층 화재저층 화재저층 화재저층 화재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3-53-53-53-5

고층 화재고층 화재고층 화재고층 화재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3-63-63-63-6

표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3.19> 3



- 50 -

배연창2)

배연창은 기계배연을 설치하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지녀야 하므로 법규34)에

서는 배연창의 설치기준으로 바닥에서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배연창의1m

유효면적은 1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 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분의 이상이며 환기를 위해서 거실 바닥의 분의 이상의 환기창을100 1 , 20 1

설치한 거실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고 배연창이 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배

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건물.

의 거실의 면적은 1047이기 때문에 배연창의 면적은 인1/100 10을 적

용하였다.

저층화재 시 층(3 )①

시뮬레이션 의 제연용량과 방연풍속과 배연창의 크기를 다음 표3-1 <

에서 나타냈고 그림 는 실별 압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3.20> , ( 3.7) .

층 급기량 ()
방연풍속

()

배연창의 크기

()

1

지상층( )

부속실 23,000 0.81
-

부속실 겸 전실 22,500 0.77

3

화재층( )

부속실 12,000 0.77
10

부속실 겸 전실 12,000 0.80

10

비화재층( )

부속실 12,000 1.22
10

부속실 겸 전실 12,000 1.30

2, 4~23
부속실 430

- -
부속실 겸 전실 520

20

비화재층( )

부속실 12,000 3.16
10

부속실 겸 전실 12,000 3.26

24 0 - -

총 제연용량 90,400

표 시뮬레이션 배연 방법 별 제연용량< 3.20> 3-1

34)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정 건설교통부령 제 호 제 조( 5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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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뮬레이션 실별 압력분포( 3.7) 3-1

고층화재 시 층(22 )②

시뮬레이션 의 배연 방법 별 제연용량을 표 에서 나타냈고 그3-2 < 3.21> , (

림 는 실별 압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3.8) .

층 급기량 ()
방연풍속

()

배연창의 크기

()

1

지상층( )

부속실 28,000 0.83
-

부속실 겸 전실 28,500 0.88

2~9
부속실 330

- -
부속실 겸 전실 430

10

비화재층( )

부속실 4,500 1.62
10

부속실 겸 전실 4,000 1.73

11~23
부속실 440

- -
부속실 겸 전실 540

20

비화재층( )

부속실 440 2.26
10

부속실 겸 전실 540 2.37

22

화재층( )

부속실 440 0.80
10

부속실 겸 전실 540 0.80

24 0 - -

총 제연용량 84,800

표 시뮬레이션 배연 방법 별 제연용량< 3.2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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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뮬레이션 실별 압력분포( 3.8) 3-2

배연창 결과 분석③

배연창이 기계배연만큼의 성능을 가지려면 배연창의 크기를 10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배연창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공기의 양을 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물 내부로 상당히 많은 공기가 유입되었다 저층에서 유입.

된 공기는 계단실을 통해서 위로 상승하여 고층의 개방된 옥내공간으로 빠져

나갔다 배연창은 초고층 건물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연돌효과를 억제하기.

보다는 더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배연창을 설치하고 화재의 높이를 다르게 해보았을 때 저층화재 시가 고,

층화재 시 보다 더 많은 제연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연.

돌효과로 인하여 공기가 저층에서 유입되고 고층에서 유출되는데 부속실에,

서 문이 개방되었을 때의 방연풍속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저층에서 더 많은

가압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연설비 설계 시에도 저층의 제연설비.

를 크게 하고 고층의 제연설비를 적게 설정하는 것이 제연성능을 유지하면서

총 제연용량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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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배연2)

초고층건물에서의 자연적인 배연은 외부의 기후변화와 압력의 급격한 변화

로 인하여 실내공기를 효과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배연량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 기계배연이 초고층 건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

다 기계배연의 경우 설정된 배연량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건물 내.

의 압력분포와 급기량을 설정하는데 간편하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화재가.

발생 시에는 기계배연의 한정된 배연량으로 인하여 배연이 잘 이루어지지 않

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배연량의 법규35)에 따라서 기준평면의 배연량을 분석해보면 바닥면적이

400이상이고 직경 원의 범위 안에 존재하며 층고가 이상이므로, 40m 4m

60,000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전체의 총 배연량을 설정한.

것일 뿐 건물의 규모나 높이에 대한 고려가 없고 초고층 건물에서의 배연량, ,

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소차압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배연량을 설정하겠

다.

저층 화재 층(3 )①

시뮬레이션 의 제연용량과 방연풍속에 대해 다음 표 에서 나타냈3-3 < 3.22>

고 실별 압력 분포를 그림 에서 나타냈다, ( 3.9) .

35)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조(NFSC 5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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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급기량 () 배연량 ()
방연풍속

()

1

지상층( )

부속실 18,000
-

0.84

부속실 겸 전실 17,500 0.84

2~23
부속실 310

-
부속실 겸 전실 430

3

화재층( )

부속실 310
12,000

0.81

부속실 겸 전실 430 0.86

10

비화재층( )

부속실 310
12,000

0.80

부속실 겸 전실 430 0.86

20

비화재층( )

부속실 310
12,000

0.79

부속실 겸 전실 430 0.87

24 0 0 -

총 제연용량
51,780 36,000

87,780

표 시뮬레이션 배연 방법 별 제연용량< 3.22> 3-3

그림 시뮬레이션 실별 압력분포( 3.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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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화재 층(22 )②

시뮬레이션 의 제연용량과 방연풍속에 대해 다음 표 에서 나타냈3-4 < 3.23>

고 실별 압력 분포를 그림 에서 나타냈다, ( 3.10) .

층 급기량 () 배연량 ()
방연풍속

()

1

지상층( )

부속실 16,500
-

0.77

부속실 겸 전실 16,500 0.82

2~23
부속실 310

-
부속실 겸 전실 430

22

화재층( )

부속실 310
12,000

0.79

부속실 겸 전실 430 0.87

10

비화재층( )

부속실 310
12,000

0.78

부속실 겸 전실 430 0.87

20

비화재층( )

부속실 310
12,000

0.78

부속실 겸 전실 430 0.87

24 0 0

총 제연용량
49,280 36,000

85,280

표 시뮬레이션 배연 방법 별 제연용량< 3.23> 3-4

그림 시뮬레이션 실별 압력분포( 3.1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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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배연 결과 분석③

자연적인 배출구가 없는 기계배연이 적용된 건물의 경우 자연스럽게 건물

내의 압력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제연용량을 비교해볼 때 저층화재 시. ,

가 고층화재 시보다 더 많은 제연용량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별 압력분포를 비교해볼 때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여 저층과 고층에서의 실

별 압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모크타워3)

스모크타워는 건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연돌효과를 이용하여 별다른 에너

지의 공급 없이 쉽고 빠르게 배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직적 공간에 대한 고려와 압력분포 설치 위치 등의 난해함 등의 문제점으,

로 인하여 많이 쓰이지 않는다 건물에서 스모크타워의 적용 시 어떠한 압력.

이 형성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스모크타워는 코어에서 거리가 떨어진 외벽 부분에 설치하였고 실제 시뮬,

레이션을 들어가기 전에 많은 반복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스모크타워의 단면

적과 화재층에서 열려야 하는 댐퍼의 면적을 설정하였다.

저층화재 층(3 )①

스모크타워의 단면적 은 1.1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화재층에서 실내,

차압유지를 위해서 열리는 댐퍼 면적은 2으로 설정하였다 예비 시뮬레이.

션을 통해서 스모크타워는 화재층에서만 개방되어야 하며 화재층이 아닌 다

른 층에서의 방연풍속의 유지 및 배연은 기계배연이 필요하였다.

시뮬레이션 의 제연용량과 방연풍속에 대해 다음 표 에서 나타냈3-5 < 3.24>

고 실별 압력 분포를 그림 에서 나타냈다,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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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급기량 () 배연량 ()
방연풍속

()

1

지상층( )

부속실 18,000
-

0.76

부속실 겸 전실 18,000 0.81

2~23
부속실 300

-
부속실 겸 전실 410

3

화재층( )

부속실 300
스모크타워( )

0.80

부속실 겸 전실 410 0.86

10

비화재층( )

부속실 300 12,000

기계배연( )

0.80

부속실 겸 전실 410 0.87

20

비화재층( )

부속실 300 12,000

기계배연( )

0.80

부속실 겸 전실 410 0.87

24 0 0 -

총 제연용량
51,620 24,000

75,620

표 시뮬레이션 배연 방법 별 제연용량< 3.24> 3-5

그림 시뮬레이션 실별 압력분포( 3.1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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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화재 층(22 )②

스모크타워의 단면적 은 1.1로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화재층에서 실내,

차압유지를 위해서 열리는 댐퍼 면적은 0.4으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의 제연용량과 방연풍속에 대해 다음 표 에서 나타냈3-6 < 3.25>

고 실별 압력 분포를 그림 에서 나타냈다, ( 3.12) .

층 급기량 () 배연량 ()
방연풍속

()

1

지상층( )

부속실 17,000
-

0.75

부속실 겸 전실 17,000 0.80

2~23
부속실 330

-
부속실 겸 전실 430

3

화재층( )

부속실 330
스모크타워( )

0.76

부속실 겸 전실 430 0.84

10

비화재층( )

부속실 330 12,000

기계배연( )

0.80

부속실 겸 전실 430 0.86

20

비화재층( )

부속실 330 12,000

기계배연( )

0.79

부속실 겸 전실 430 0.86

24 0 0 -

총 제연용량
50,720 24000

74,720

표 시뮬레이션 배연 방법 별 제연용량< 3.2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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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뮬레이션 실별 압력분포( 3.12) 3-6

스모크 타워 결과 분석③

스모크 타워의 경우 화재층에서 덕트 면적의 조절로 인하여 적절한 배연량

의 유지하였기 때문에 기계배연 하였을 때와 비슷한 압력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화재층의 높이에서도 저층화재 시에 배연용량은 다소 늘어났지만 압력분.

포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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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분석4)

압력분포①

개의 시뮬레이션 모두 제연구역 내의 유지차압 사이를 유지하6 12.5~50㎩

여 제연설비를 통해 제연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림 은 옥내 공간 그. ( 3.13) , (

림 는 계단실 그림 는 부속실 별로 배연방식에 따라 압력분포를3.14) , ( 3.15)

나타낸 것이다 배연창의 경우 층마다 고정된. 10의 면적의 창호로 인하여

많은 양의 공기가 출입하여 건물 내의 전체적인 압력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

었다 스모크타워의 경우 화재층에서의 덕트의 열림 정도를 설정할 수 있다.

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적당한 배연량을 조절하여 기계배연을 실행했을 때와,

비슷한 압력분포를 보였다.

그림 배연방식 별 옥내공간( 3.13)

압력분포

그림 배연방식 별 계단실( 3.14)

압력분포

그림 배연방식 별 부속실( 3.15)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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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용량②

배연방식 별 제연용량을 나타낸 그림 을 보면 총 제연용량은 스모크타( 3.16)

워 기계배연 배연창 순으로 나타났다 배연창의 경우 너무 많은 공기의< < .

배출로 인하여 가압을 위한 급기량이 많아졌다 스모크타워의 경우 총 제연용.

량은 줄어들었지만 기계배연과 스모크타워의 설치비용을 고려하여야 하고 스,

모크타워의 설치 위치와 피난문 사이의 차압을 센서로 측정하여 댐퍼의 열림

정도를 변화시키는 자동화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설치 위치도 중요하고 스. ,

모크타워로 인하여 재실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 이

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그림 배연방식 별 제연용량 비교( 3.16)

초고층 건물의 적용③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서는 배연창은 활용될 수 없다 스모크타워의 경우에서.

는 기계배연 역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연용량의 부담을 줄이거나 에너지,

의 소비는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초고층 건물에서 전용면적도 감소하고 기계,

배연으로 감당 가능한 제연구역일 경우 시공비용을 고려할 때 기계배연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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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4) 4

분석 조건1)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연돌효과 문제가 변화하는데 초고층 건물같이 건물,

의 높이가 매우 높은 경우 연돌효과로 인한 압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다 연돌효과로 인하여 실내에서 발생된 과압은 문의 오작동 소음 등의 문제. ,

를 일으킨다 그런데 제연 시 제연구역을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해야하고 피. ,

난문에서 과압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하므로 연돌효과는 초고층 건물

의 제연설비설계 시에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높이.

차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영향 정도를 파악하였다.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피난하려는 인구수도 달라질 것이므로 높이가 높을,

수록 피난문이 많이 열렸다고 가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표 에서는 시. < 3.26>

뮬레이션 에서 적용되는 높이별 입력조건에 관하여 정리하였다4 .

구분 조건

가압방식 부속실 단독가압방식

차압조건 12.5 ~ 50 ㎩

방연풍속 0.75  이상

배연설비 기계배연 방식

기밀도 Curtain wall 1.14 

피난문의

상태

지상층 두개층 이상+ : Open

나머지 층 : Close

높이

100m100m100m100m
지상층 층 층지상층 층 층지상층 층 층지상층 층 층+(10 , 20 ): Open+(10 , 20 ): Open+(10 , 20 ): Open+(10 , 20 ): Open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4-14-14-14-1

200m200m200m200m
지상층 층 층 층지상층 층 층 층지상층 층 층 층지상층 층 층 층+(15 , 30 , 45 ): Open+(15 , 30 , 45 ): Open+(15 , 30 , 45 ): Open+(15 , 30 , 45 ): Open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4-24-24-24-2

300m300m300m300m
지상층 층 층 층 층지상층 층 층 층 층지상층 층 층 층 층지상층 층 층 층 층+(20 , 35 , 50 , 65 ): Open+(20 , 35 , 50 , 65 ): Open+(20 , 35 , 50 , 65 ): Open+(20 , 35 , 50 , 65 ): Open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4-34-34-34-3

500m500m500m500m
지상층 층 층 층 층 층지상층 층 층 층 층 층지상층 층 층 층 층 층지상층 층 층 층 층 층+(20 , 40 , 60 , 80 , 100 ): Open+(20 , 40 , 60 , 80 , 100 ): Open+(20 , 40 , 60 , 80 , 100 ): Open+(20 , 40 , 60 , 80 , 100 ): Open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4-44-44-44-4

표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3.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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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별 제연용량과 방연풍속2)

건물의 높이 별 제연용량과 방연풍속을 다음 표 에서 표 까지< 3.27> < 3.30>

정리하여 나타냈다.

층 급기량 () 배연량 ()
방연풍속

()

1

피난문 개방( )

부속실 11,500
-

0.83

부속실 겸 전실 11,000 0.84

2~23
부속실 330

-
부속실 겸 전실 440

10

피난문 개방( )

부속실 330
12,000

0.78

부속실 겸 전실 440 0.86

20

피난문 개방( )

부속실 330
12,000

0.77

부속실 겸 전실 440 0.86

24 0 0 -

총 제연용량 ()
39,440 24,000

63,440

표 시뮬레이션 건물의 높이 별 제연용량과 방연풍속< 3.27> 4-1 (100m)

층 급기량 () 배연량 ()
방연풍속

()

1

피난문 개방( )

부속실 6,500
-

0.80

부속실 겸 전실 5,500 0.80

2~53
부속실 410

-
부속실 겸 전실 500

15

피난문 개방( )

부속실 410
12,500

0.77

부속실 겸 전실 500 0.88

30

피난문 개방( )

부속실 410
12,500

0.77

부속실 겸 전실 500 0.89

45

피난문 개방( )

부속실 410
12,500

0.77

부속실 겸 전실 500 0.89

54 0

총 제연용량 ()
59,320 37,500

96,820

표 시뮬레이션 건물의 높이 별 제연용량과 방연풍속< 3.28> 4-2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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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급기량 () 배연량 ()
방연풍속

()

1

피난문 개방( )

부속실 7,000
-

0.76

부속실 겸 전실 8,500 0.86

2~73
부속실 420

-
부속실 겸 전실 510

20

피난문 개방( )

부속실 420
13,000

0.78

부속실 겸 전실 510 0.92

35

피난문 개방( )

부속실 420
13,000

0.78

부속실 겸 전실 510 0.92

50

피난문 개방( )

부속실 420
13,000

0.77

부속실 겸 전실 510 0.93

65

피난문 개방( )

부속실 420
13,000

0.94

부속실 겸 전실 510 0.76

74 0

총 제연용량 ()
82,460 52,000

134,460

표 시뮬레이션 건물의 높이 별 제연용량과 방연풍속< 3.29> 4-3 (300m)

층 급기량 () 배연량 ()
방연풍속

()

1

피난문 개방( )

부속실 0
-

3.60

부속실 겸 전실 0 3.79

2~30
부속실 660

-
부속실 겸 전실 700

20

피난문 개방( )

부속실 660
14,000

0.79

부속실 겸 전실 700 0.96

31~70
부속실 530

-
부속실 겸 전실 560

40

피난문 개방( )

부속실 530
13,000

0.75

부속실 겸 전실 560 0.89

60

피난문 개방( )

부속실 530
13,000

0.78

부속실 겸 전실 560 0.90

71~123
부속실 470

-
부속실 겸 전실 510

80

피난문 개방( )

부속실 470
13,000

0.79

부속실 겸 전실 510 0.91

100

피난문 개방( )

부속실 470
12,500

0.76

부속실 겸 전실 510 0.87

124 0 -

총 제연용량 ()
134,980 66,000

200,980

표 시뮬레이션 건물의 높이 별 제연용량과 방연풍속< 3.30> 4-4 (500m)



- 65 -

분석 결과3)

높이 별 시뮬레이션의 실별 압력분포에 대하여 그림 에서 그림( 3.17) ( 3.20)

까지 나타냈고 높이 별 시뮬레이션의 부속실의 차압분포에 대해 그림, ( 3.21)

에서 그림 까지 나타냈다( 3.24) .

그림 시뮬레이션 실별 압력분포( 3.17) 4-1 (100m)

그림 시뮬레이션 실별 압력분포( 3.18) 4-2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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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뮬레이션 실별 압력분포( 3.19) 4-3 (300m)

그림 시뮬레이션 실별 압력분포( 3.20) 4-4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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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뮬레이션 부속실에서의 압력분포( 3.21) 4-1 (100m)

그림 시뮬레이션 부속실에서의 압력분포( 3.22) 4-2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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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뮬레이션 부속실에서의 압력분포( 3.23) 4-3 (300m)

그림 시뮬레이션 부속실에서의 압력분포( 3.24) 4-4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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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 그림 까지 나타낸 건물의 높이에 따른 실별 압력분포( 3.17) ( 3.20)

의 경우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실내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옥내공간과 부속실 부속실 겸 전실의 압력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

있는데 이는 제연구역과 비제연구역 사이의 차압기준인 이상을 유지12.5㎩

하였기 때문이다 제연용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차압을 에 가. 12.5㎩

깝게 설정하였다 건물의 높이가 까지는 제연설비에 대. 100m, 200m, 300m

한 수직적 구획을 하지 않아도 차압기준범위인 안에서 분포하였12.5~50㎩

다 그러나 건물의 높이가 가 될 경우 개 이상의 수직적 설비구획을. 500m , 2

하여야 차압기준범위내로 분포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개의 구역을 나누어 제3

연설비를 구획하였다 건물 전체의 압력분포가 고층보다는 저층에서 극심하.

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수직적인 공간을 층 층 층으로1~30 , 31~70 , 71~123

구획하여 제연용량을 설정하였다.

그림 부속실 피난문에서의 폐쇄력 부족 현상( 3.25)

부속실에서는 일정한 차압기준을 유지하고 문이 개폐되었을 경우 방연풍속

0.75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차압기준과 방연풍속을 중심으로 설정조건을.

변화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그림 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 3.25) .

그림 에서 그림 까지 나타낸 건물의 높이에 따른 부속실에서의( 3.21) ( 3.24)

차압 분포를 살펴보면 건물의 높이가 이상의 경우 계단실의 피난문에100m ,

서 이상의 압력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37 . 42 (100m), 65 (200m),㎩ ㎩ ㎩

의 압력이 피난문에서 작용하여 높은 압력으79 (300m), 75~170 (500m)㎩ ㎩

로 인하여 열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수 있는데 문이 닫히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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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 내의 차압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제연구역을 효과적으

로 보호할 수 없다.

화재가 커짐에 따라서 지상층으로 피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경우 피난자

들은 옥상으로 대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에서는 피난을 위한 헬리포트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초고층 건물의 경우 옥상으로 피난하는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옥상층의 계단실과 부속실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옥외공간으로 피난문을 열기는 매우 쉽지만 닫히는 힘이 부족,

할 수 있다 그림 에서 그림 까지 나타낸 건물의 높이에 따른 부. ( 3.20) ( 3.24)

속실에서의 차압 분포를 살펴보면 옥상층의 부속실에서, 130 (100m), 254㎩

의 차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감압댐(200m), 368 (300m), 691 (500m)㎩ ㎩ ㎩

퍼를 설치하여 압력을 낮추더라도 상당한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옥상층의 피난문이 닫히지 않는다면 연돌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건물 내의 모든 압력분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옥상층 부속실의.

감압과 피난문에 대한 폐쇄력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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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5) 5

건물 내의 피난자가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부속실의 피난문과 계단실

의 피난문을 지나쳐야 한다 이 때 두 개의 피난문이 모두 열릴 수 있고 두. , ,

개의 피난문 중에서 하나만 열린 상태가 될 수 있다 앞서 분석했던 상황에.

서는 모두 두 개의 피난문이 열린 상태를 분석하였다 부속실의 피난문이 열.

리고 계단실의 피난문이 닫힌 상태 혹은 그 반대의 상황에서 피난문에 작용,

하는 차압은 분명 다를 것이다 또한 차압의 정도도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

다.

분석 조건1)

본 시뮬레이션은 피난문의 순간적인 상태 변화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부속실의 피난문이 열릴 경우에는 방연풍속 의 기. 0.75m/s

준에 맞는 급기량을 부속실에 공급하였다 건물의 경우 제연성능 확보. 500m

를 위해서 세 구간으로 나누어 급기량을 다르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본 시뮬

레이션에서도 세 구간에서 모두 분석을 해보았다 시뮬레이션 에서 적용된. 5

대상건물의 입력조건은 다음 표 와 같다< 3.31> .

구분 조건

가압방식 부속실 단독가압방식

차압조건 12.5 ~ 50 ㎩

기밀도 Curtain wall 1.14 

제연설비 조건 송풍량 배연량 설정,

피난문의 상태

지상층 두개층 이상 높이에 따라 차등적용+ ( ) : Open

나머지 층 : Close

지상층 Open

옥내 부속실 문옥내 부속실 문옥내 부속실 문옥내 부속실 문---- OpenOpenOpenOpen

계단실 부속실 문계단실 부속실 문계단실 부속실 문계단실 부속실 문---- CloseCloseCloseClose

옥내 부속실 문옥내 부속실 문옥내 부속실 문옥내 부속실 문---- CloseCloseCloseClose

계단실 부속실 문계단실 부속실 문계단실 부속실 문계단실 부속실 문---- OpenOpenOpenOpen

높이

100 m100 m100 m100 m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5-15-15-15-1

200 m200 m200 m200 m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5-25-25-25-2

300 m300 m300 m300 m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5-35-35-35-3

500 m500 m500 m500 m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5-45-45-45-4

표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3.31> 5



- 72 -

그림 은 부속실의 피난문이 열리고 계단실의 피난문이 닫혀 있는 상( 3.26)

태를 표현한 것으로 열려진 피난문에서 방연풍속이 의 공기가 배출0.75m/s

되고 있다 그림 은 그 반대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부속실의 피난문. ( 3.27)

에서는 의 차압이 유지되고 있다12.5~50 .㎩

그림 시뮬레이션 피난문의 개폐상황 개요도( 3.26) 5 1

그림 시뮬레이션 피난문의 개폐상황 개요도( 3.2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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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2)

시뮬레이션 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피난문의 차압분석5 ,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음 표 과 표 이고 이를 그림 과< 3.32> < 3.33> , ( 3.28)

그림 로 나타내었다( 3.29) .

차압 계단실과 옥내 사이 벽의 차압¹ :

코어 계단실과 부속실이 연결된 코어² :

코어 계단실의 부속실과 엘리베이터의 전실을 공용하는 코어³ :

부속실에서 나가는 공기 들어오는 공기: (+), (-)㎩

건물

높이

층

(m)
코어

차압¹

( )㎩

옥내 부속실 피난문- Close Open Close

계단실 부속실 피난문- Close Close Open

100
15

(62)

코어1 29.45

옥내 부속실문 차압- ( )㎩ 12.78 0.57 -22.38

계단실 부속실문차압- ( )㎩ 42.24 386.77 0.84

부속실 급기량 () 330 6,100 6,100

코어2 29.32

옥내 부속실문 차압- ( )㎩ 12.92 0.57 -19.37

계단실 부속실문차압- ( )㎩ 42.25 426.92 3.00

부속실 급기량 () 440 8,400 8,400

200
24

(98)

코어1 53.27

옥내 부속실문 차압- ( )㎩ 13.30 0.57 -45.36

계단실 부속실문차압- ( )㎩ 66.57 398.82 0.87

부속실 급기량 () 410 6,100 6,100

코어2 53.10

옥내 부속실문 차압- ( )㎩ 13.18 0.57 -42.00

계단실 부속실문차압- ( )㎩ 66.29 439.13 3.11

부속실 급기량 () 500 8,400 8,400

300
37

(150)

코어1 66.26

옥내 부속실문 차압- ( )㎩ 13.66 0.56 -57.36

계단실 부속실문차압- ( )㎩ 79.92 405.86 0.88

부속실 급기량 () 450 6,100 6,100

코어2 65.98

옥내 부속실문 차압- ( )㎩ 13.32 0.57 -53.86

계단실 부속실문차압- ( )㎩ 79.29 445.55 1.91

부속실 급기량 () 540 8,400 8,400

표 시뮬레이션 피난문 차압 분석결과< 3.3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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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계단실과 옥내 사이 벽의 차압¹ :

코어 계단실과 부속실이 연결된 코어1 :

코어 계단실의 부속실과 엘리베이터의 전실을 공용하는 코어2 :

부속실에서 나가는 공기 들어오는 공기: (+), (-)㎩

건

물

높

이

층

(m)
코어

차압¹

( )㎩

옥내 부속실 피난문- Close Open Close

계단실 부속실 피난문- Close Close Open

500

15

(62)

코어1 126.97

옥내 부속실문 차압- ( )㎩ 22.06 0.56 -108.79

계단실 부속실문차압- ( )㎩ 149.05 467.40 2.22

부속실 급기량 () 660 6,200 6,200

코어2 126.57

옥내 부속실문 차압- ( )㎩ 13.91 0.56 -103.06

계단실 부속실문차압- ( )㎩ 140.48 513.16 2.16

부속실 급기량 () 700 8,500 8,500

50

(202)

코어1 82.90

옥내 부속실문 차압- ( )㎩ 18.38 0.58 -66.44

계단실 부속실문차압- ( )㎩ 101.29 421.76 0.91

부속실 급기량 () 530 6,200 6,200

코어2 82.76

옥내 부속실문 차압- ( )㎩ 13.31 0.58 -61.48

계단실 부속실문차압- ( )㎩ 96.07 462.36 1.99

부속실 급기량 () 560 8,500 8,500

97

(390)

코어1 64.41

옥내 부속실문 차압- ( )㎩ 16.88 0.57 -47.10

계단실 부속실문차압- ( )㎩ 81.29 393.58 0.87

부속실 급기량 () 470 6,100 6,100

코어2 64.26

옥내 부속실문 차압- ( )㎩ 13.66 0.57 -41.42

계단실 부속실문차압- ( )㎩ 77.92 433.69 1.86

부속실 급기량() 510 8,400 8,400

표 시뮬레이션 피난문 차압 분석결과< 3.3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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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뮬레이션 옥내 부속실 문 계단실 부속실 문( 3.28) 5 - Open, - Close

그림 시뮬레이션 옥내 부속실 문 계단실 부속실 문( 3.29) 5 - Close, -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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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의 피난문이 닫혀있고 부속실의 피난문이 열렸을 경우인 그림( 3.28)

을 보면 방연풍속 을 충족하기 위해서 송풍을 해줄 경우 닫혀 있는0.75m/s ,

계단실의 피난문에서 이상의 압력이 작용하여 피난문이 닫히지 않386.77㎩

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건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고층보다는. ,

저층에서 더 극심하게 나타났다 두 피난문이 닫혀 있을 경우보다 배에서. 3

크게는 배까지 압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플랩댐퍼 등의 감압을 통해서 문제9

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피난자가 피난을 위해서 부속실의 피난문을 닫고 계단실의 피난문을 여는

그림 의 경우 연돌효과로 인하여 부속실 내의 압력이 옥내공간보다 낮( 3.29) ,

아지게 되므로 공기가 부속실 안으로 급격하게 들어오게 된다 앞서 개방되.

었던 부속실 피난문의 방연풍속을 위한 급기량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건물 높

이에 따라서 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화재층에서 피난문을 열고 닫-10~108 .㎩

을 때 많은 풍량은 아니지만 부속실로 화재층의 연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 층의 방연풍속을 크게 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방연풍속의 지속시간도 짧고 이동 풍량도 미미. ,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부속실의 상대적인 압력을. (-)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건물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이러한 압.

력의 차이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높이별로 계단실과 옥내공간과의 차압을 보면 건물에서는100m 29

건물에서는 건물에서는 건물에서는 구간, 200m 53 , 300m 66 , 500m㎩ ㎩ ㎩

별로 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126 , 82 , 64 .㎩ ㎩ ㎩

면 높아질수록 차압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물의 경우 피난. 100m

문의 폐쇄력은 옥내공간과 계단실 간의 차압을 상쇄시키기 위한 과 부속29㎩

실 차압효과를 위한 더하여 의 폐쇄력을 가져야만 부속실이 차12.5 41.5㎩ ㎩

압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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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6) 6

이상 되는 건물의 경우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이상의 압력이 발100m 42㎩

생하기 때문에 계단실의 피난문의 폐쇄력이 그만큼의 성능을 지니고 있지 못

하거나 설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피난문이 닫히지 않으면 제연구역,

을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방법으로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가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분석 조건1)

시뮬레이션 에서 적용된 대상건물의 입력 조건을 나타낸 것은 다음 표6 <

와 같다3.34> .

구분 조건

높이 100 m

피난문의 상태
지상층 층 층 화재층+(10 , 20 )+ : Open

나머지 층 : Close

가압방식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가압방식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가압방식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가압방식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가압방식

차압조건 12.5 ~ 50 ㎩

방연풍속 0.75  이상

배연설비 기계배연 방식

기밀도 Curtain wall 1.14 

표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3.3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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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2)

시뮬레이션 에서 적용된 제연용량을 다음 표 에서 나타냈고 그림6 < 3.35> , (

은 실별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3.30) .

급기량

배연량
코어1 코어2

계단실 부속실 계단실
부속실 겸

전실

1 0 0 0 0 0

2 2,500 60 2,800 0 800

3 2,500 60 2,800 0 700

4 2,500 80 2,800 0 600

5 2,500 80 2,800 20 600

6 2,500 60 2,800 80 500

7 2,500 60 2,800 100 400

8 2,500 60 2,800 100 300

9 2,500 50 2,800 100 0

10 2,500 30 2,800 100 11,500

11 1,100 60 1,200 140 0

12 1,100 60 1,200 140 0

13 1,100 60 1,200 140 0

14 1,100 60 1,200 140 0

15 1,100 60 1,200 140 0

16 1,100 60 1,200 140 0

17 1,100 60 1,200 140 0

18 1,100 60 1,200 140 0

19 1,100 60 1,200 140 0

20 1,100 60 1,200 140 11,000

21 1,100 60 1,200 140 0

22 1,100 60 1,200 140 0

23 1,100 60 1,200 140 0

24 1,100 60 1,200 140 0

합계
37,900 1,380 42,000 2,460

26,400
83,740

표 시뮬레이션 제연용량< 3.35> 6

코어 계단실과 부속실이 연결된 코어1 :

코어 계단실의 부속실과 엘리베이터의 전실을 공용하는 코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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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와 같이 계단실을 직접 가압하는 방법은 풍량에 대한 설정이 매< 3.35>

우 까다로웠다 밀폐되어있는 경우가 아닌 층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 1

단실을 가압하여 일정한 차압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건물의 내부에서는 자

연스럽게 역연돌효과가 나타나 공기가 하부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현상이 발

생하였다 그리고 계단실을 아무리 가압을 하여도 건물의 저층부 부속실에서.

는 일정이상의 차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배연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전체적.

인 압력을 일정한 범위 내에 분포하도록 조절하면서 급기량과 배연량을 조절

해야 했기 때문에 건물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급기량을 다르게 조절하였

다 저층에서는 옥내에서 배연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급기량에 맞추어.

배연량을 조절하였고 고층부에서는 배연 없이 공기의 공급만으로 압력을 조,

절하였다 또한 계단실과 부속실의 동시가압 시 계단실의 압력이 부속실의.

압력보다 내로 높거나 같아야 하는 법규5㎩ 36)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

준에 맞추도록 송풍하였다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서 부속실의 급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플랩댐퍼를 사용하여 실 간의

압력을 조절하는 설비적인 대안도 있기 때문에 제연용량이 줄어들 여지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

부속실 겸 전실을 가진 코어 의 경우 계단실에서 가압한 공기가 비상용 엘2 ,

리베이터 샤프트의 영향을 받아서 부속실 겸 전실에서 충분히 가압되지 않았

다 또한. 기계배연할 때도 부속실 겸 전실에서 부속실보다 더 많은 양의 공기

가 빠져나가고 차압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엘리베이터 샤프트에서 공기가

옥내로 빨려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속실 겸 전실로 구성.

된 코어는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가압방식을 적용할 때에도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임이 나타났다.

3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조(NFSC 501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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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뮬레이션 실별 압력분포( 3.30) 6

실별 압력분포를 나타낸 그림 을 보면 피난문이 열린 층에서는 방연( 3.30) ,

풍속 0.75가 유지되고 열리지 않은 층에서는 의 차압이 유, 12.5~50 ㎩

지되고 있다 건물의 압력분포 분석결과 계단실에서 가압을 위해 공급한 공.

기가 지상층의 열린 개구부를 통해 대부분 빠져나갔고 피난문이 기밀하기,

때문에 충분한 차압을 만들 수 없었다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가압방식은 피.

난 시에 지상층이 열려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는 적용되기 힘든 가압방식으

로 나타났다 지상층의 개구부로 거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단.

실 가압의 의미가 사라져 층별로 기계배연을 통해 차압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부속실에서 가압을 하여 중으로 설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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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3.43.4 소결소결소결소결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요소를 정리하고,

이러한 영향 요소들이 초고층 건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지에 대해서 시뮬레

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제연설비와 연관되는 요소에 따라 모든 문.

이 닫힌 경우 기밀도 화재 높이에 따른 배연방법 건물의 높이 문의 상태, , , , ,

제연구역 별 제연설비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시뮬레이션1) 1

큰 개구부가 없이 건물 내부를 기밀하게 만든 상태에서 제연구역을 가압하

였기 때문에 매우 적은 급기량으로도 충분한 차압성능을 발휘하였다 계단실.

과 부속실 겸 전실로 구성된 코어 의 경우 비상용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영향2

을 받아 더 많은 급기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부속실 단독가압방식을 적,

용할 경우에서는 계단실과 부속실로 구성된 코어 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1

타났다.

시뮬레이션2) 2

건물 외부벽의 기밀도를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밀도가 높아짐에 따3 .

라서 건물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였고 그 때문에 제연구역의 압력 유지에 더,

많은 제연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밀도의 상승으로 공기조화.

설비의 효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전체적인 제연용량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뮬레이션3) 3

초고층 건물 전체의 압력조절을 위한 배연 방법으로 가지를 제시하였다3 .

배연창 기계배연 스모크타워 배연방법이 저층화재 고층화재 시에서 어떻게, , ,

변화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가지 경우 모두 저층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더. 3

많은 급기량을 요구하였고 전체적인 압력분포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

층화재 시보다 저층화재 시에는 위험에 처하는 재실자의 수도 많고 건물 내,

의 압력 분포도 불균형하여 저층부의 압력분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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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배연창 기계배연 그리고 스모크타워를 비교해본 결과 배연창은 국내 기준, ,

의 영항으로 10이상 설치하여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기가 배연창으

로 유입되거나 유출되었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압력 분포에도 악영향을 미쳐

제연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스모크타워의 경우는 기계배연을 했을 때보.

다 배연량이 줄어들었고 화재층의 연기를 기계배연 방식이 보다 더 효과적으

로 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실의 전용면적이 줄어들고.

실내의 압력에 따라서 스모크타워 댐퍼의 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스모크타워는 내화성과 내열성에 대해서 일정이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층 이외의 층에서는 댐퍼가 열리지 않아,

야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모크타워를 설.

치하였어도 다른 층의 차압유지와 방연풍속을 위해서 기계배연을 층마다 하

여야 하는 단점 때문에 초고층 건물에서는 기계배연이 조금 더 효과적인 배

연방법이다.

시뮬레이션4) 4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물 내부의 압력은 점차로 증가하였

다 이에 따라 제연구역의 차압유지를 위해서는 옥내공간보다 일정압력 이상.

높게 유지하여야 했기 때문에 제연용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건물의 높.

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저층부의 압력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차압유지에 문제

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건물의 높이가 이상이 되었을 때 계단실의 피난문에서 작용하는 차100m ,

압으로 인하여 계단실로 쉽게 진입할 수 있지만 계단실의 피난문이 감당할,

수 있는 폐쇄력 이상의 압력이 작용하여 피난문이 닫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하였다 피난문이 닫히지 않으면 부속실의 차압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

난문의 폐쇄력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옥상층의 피난문에서도 역시 연돌효과로 인한 과압이 작용하여 옥상,

으로 피난 시에 피난문이 개방 후 다시 폐쇄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

하였다 건물의 높이가 일 경우 피난문에서 의 압력이 작용하여. 500m 691㎩

감압댐퍼를 설치하더라도 피난문이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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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5) 5

건물 내의 재실자들이 피난을 위해서는 피난문을 열고 닫는 과정이 반복되

는데 이 과정에서의 압력분포와 공기의 흐름을 연구하였다 피난문이 개방되.

어 방연풍속을 위한 제연설비가 작동하였을 때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계단실의 피난문에서 높은 압력으로 인한 폐쇄 불가능 현상이 일어났다 그.

리고 부속실의 피난문이 닫히고 계단실의 피난문이 열릴 경우 일정하게 유, ,

지되어야 할 차압이 무력화되어 피난문의 틈새로 소량이나마 연기가 침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6) 6

부속실 단독가압방식을 적용할 때 계단실의 피난문에서 과대한 압력이 작,

용하여 피난문이 닫히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가압방식을 적용해보았다 피난 시의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지상층이.

개방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계단실로 가압된 공기들이 대부분 지,

상층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계단실 가압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고 부속실을 다시 가압하며 옥내공간에서는 배연을 통해 차압을 유지,

하여야 했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동시가압방식은 지상층의 피난문이 열린.

상황에서는 성능 발휘를 위한 제연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속실 단독가압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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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4444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방안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방안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방안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방안

4.14.14.14.1 개요개요개요개요

초고층 건물의 제연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하여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건물의 높이가 이상이. 100m

며 부속실 단독가압설비를 적용하여 제연을 위한 차압을 형성할 경우 계단,

실과 실내공간의 차압이 크게 나타난다 실내공간보다 이상의 차압을. 12.5㎩

유지해야 하는 부속실의 경우 계단실과 압력차이가 더 크게 벌어져서 계단실

의 피난문이 개방된 후 폐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옥상층의 피난문.

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피난문의 폐쇄력에 따라서 제연구역의 차

압유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심각.

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초고층 건물의 압력분포가 제연설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유

는 매우 긴 수직적 공간 때문이다 따라서 구획을 통해서 수직적 공간을 나.

누는 것이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다 본장에서는 선행 연구하였던 영향요소의 압력분포에 따른 문.

제점들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건립중인 초고층 건물을 대상으.

로 현행의 방법과 개선방안의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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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4.24.2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방안 도출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방안 도출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방안 도출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방안 도출

앞서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나타난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모두 높이가 낮은 건물보다는 높은 건물에서 더

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난문에서 작용하는 차압이나 건.

물 전체적인 압력분포 모두 건물의 높이가 낮았을 때 제연설비에 미치는 영

향이 적었다 건물의 높이는 곧 그 건물 내부의 수직적 공간의 높이를 말하.

며 이 수직적 공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제연설비가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고층 건물 내부의 계단실이 매우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피난계단실

이 지상층과 연결되는 직통계단이어야 하는 법규37) 로 인해 지하층부터 옥상

층까지 하나의 수직적 통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건물 중간부분.

에서 피난층을 두어 손쉬운 피난을 돕고 계단실을 수직적으로 구획하여 매,

우 높은 수직적 공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계단실의 구획은 계.

단실과 부속실의 차압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계단실의 직접가압방식,

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영향 요소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고

층 건물 계단실의 수직적인 구획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건물의 높이가.

인 건물이 인 건물보다 더 압력의 조절이 쉽고 차압을 유지하는100m 500m

데 유리한 것을 앞선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수직적 공간이 작아진다.

면 저층과 고층의 압력차가 낮아지고 부속실에서의 차압유지도 쉬워질 것이

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 내의 계단실 높이와 압력분포에 따라서 수직적 구획.

을 하여 제연설비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37)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항· ,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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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초고층 건물을 수직적 구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수직적 구획에 대한 국외 기준들을 보면 층 또는. 20 25

층마다 구획을 하여 층수에 의한 구획이나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정하여,

되어 있다 건물의 특징에 따라서 수직적 구획과 설비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층을 기준으로한 일괄적인 적용은 성능을 기반으로 한 제연설

비설계를 적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연설비계획은 건물 전체의 설비계획과 함께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설비계,

획은 건물 전체의 계획에 영향을 받는다 제연설비를 위해서 수직적 구획을.

나누게 된다면 최대한 기존의 건축계획과 부합한 구획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다 초고층 건물 현장에서의 설비설계는 건축설계가 끝난 후에 적용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능설계를 실시하더라도 건물 적용의 한계를 가지

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연설비의 성능설계를 실시하기 위해서 많은 준.

비를 하고 있고 성능설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연설비

기준과 설계에 대한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건물의 압력분포는 기준을 무엇으로 잡는 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

고 수직적 구획 또한 건물 특성에 따라서 구획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 .

서 성능설계를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제연설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영향요소 분석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피난문의 폐쇄력

을 중심으로 초고층 건물의 수직적 구획을 나누었다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

의 차압이 피난문의 폐쇄력 한계인 이하가 되면 설비적인 대안을 제시37㎩

하지 않더라도 건축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건물의 높이가 높.

아짐에 따라 차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계단실과 부

속실 사이의 차압이 이 넘는 건물은 수직적 구획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37 .㎩

서 수직적 구획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차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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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개선방안 도출 시뮬레이션

건물의 높이에 따른 제연용량과 계단실의 피난문에서 작용하는 차압의 변화

에 대해 시뮬레이션 하였다.

분석조건1)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서 적용되는 대상건물의 입력조건을

다음 표 에서 나타냈다< 4.1> .

대상건물 개요

높이

80 m80 m80 m80 m

90 m90 m90 m90 m

100 m100 m100 m100 m

110 m110 m110 m110 m

120 m120 m120 m120 m

130 m130 m130 m130 m

피난문의 상태
지상층 층 층+(10 , 20 ) : Open

나머지 층 : Close

가압방식 부속실 단독가압방식

문의 폐쇄력 50 ㎩

차압조건 12.5 ~ 50 ㎩

방연풍속 0.75  이상

배연설비 기계배연 방식

기밀도 Curtain wall 1.14 

표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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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2)

개선방안 시뮬레이션에서 건물의 높이별 제연용량을 표 과 그림< 4.2> (

로 나타냈다 건물의 높이를 에서 씩 높여서 시뮬레이션을 실4.1) . 80m 10m

행한 결과 높이가 높아진 것에 비해서는 제연용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

다.

건물의 높이 급기량 () 배연량 ()
총 제연용량

()

80m 37,080 23,000 60,080

90m 38,500 24,000 62,500

100m 39,440 24,000 63,440

110m 40,000 24,000 64,000

120m 40,140 24,000 64,140

130m 40,500 24,000 64,500

표 개선방안 시뮬레이션의 제연용량 개요< 4.2>

그림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제연용량(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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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과 부속실 계단실과 부속실 겸 전실에서 작용하는 차압을 나타낸 그, (

림 를 살펴보면 건물의 높이가 이상이 될 경우에서 피난문에 작용4.2) , 90m

하는 압력이 이상이 되어 피난문이 닫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37㎩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기준평면을 적용한 초고층 건물의 경우 높이가. , 90m

이상 시에 발생하는 차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단실에 대한 개 이상2

의 수직적 구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 개선방안 시뮬레이션의 피난문 차압분포( 4.2)

계단실의 수직적 구획을 위한 기준을 적용한 건축적 대안을 도출해본 결과

건물의 높이가 이상일 때 수직적 구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90m .

실제 건물에서 적용 시에서는 건물의 기준평면과 수직적 공간 설비적 대안,

등을 통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구획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제연설비의 효과적인 성능의 발휘를 위해서는 초고층 건.

물마다 각각의 조건과 특징 분석을 통해서 계단실의 구획과 제연설비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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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제연설비 개선방안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향요소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

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계단실 계획(1)

초고층 건물의 계단실 계획을 조사하면 크게 가지로 분류된다 계단실과2 .

부속실로 이루어진 코어 와 계단실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부속실 겸 전실로1 ,

구성된 코어 이다 부속실 겸 전실을 가진 코어 의 경우 부속실과 비상용 엘2 . 2

리베이터 전실을 따로 가압하지 않아도 되어 제연용량이 줄어들고 설비 방식

이 간편해질 수 있다 하지만 비상용 엘리베이터 샤프트로 인하여 부속실 겸.

전실에서의 차압유지를 위한 많은 제연용량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비상용 엘.

리베이터 샤프트 내부는 제연을 위한 가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비상용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부로 연기가 침입된 경우 비상용 엘리베이터 문은 방화

문에 비하여 기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압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또한 화.

재 시에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의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피

난통로와 겹쳐지게 되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에서의 계단실 계획은 계단실과 부속실로 구성된 코어 을 선택하여야 한1

다.

저층부의 압력분포(2)

저층화재와 고층화재 시에 건물 내의 압력분포를 비교해보면 저층화재가 일

어났을 때 압력분포의 불균형 문제가 더 극심하게 나타났고 차압을 위한 제, ,

연용량도 고층화재에 비하여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높이가 높은 건물의.

저층부 압력이 고층부 압력보다 불안정하고 많은 연돌효과가 나타났다 따라.

서 저층부분을 고려한 설비적 구획과 연돌효과를 감안한 충분한 제연용량을

설정하여 저층 화재 시에도 안정적인 차압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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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별 제연방식(3)

초고층 건물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제연구역별 제연방식을 계단실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부속실 단독가압방식과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가압방식으로 나

눌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계단실에서도 가압방식을 적용하여 피난공간에 대.

한 직접적인 제연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만 특수하게 부속실만을

가압하여 계단실을 보호하고 있다 부속실 단독가압방식의 경우 차압의 유지.

와 제연용량 설정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단실의 피난문에서 높은 압

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가압방식을 통해서 피난문의 과압 문제를 보완해보고

자 하였다 그러나 지상층이 개방되어 있다는 피난 시 설정조건으로 인하여

계단실에서 급기한 공기가 대부분 층으로 빠져나가서 부속실을 충분히 가압1

시켜주지 못하여 부속실의 제연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난.

시의 조건을 적용해볼 때 부속실 단독가압방식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계단실의 수직적 구획(4)

초고층 건물 내의 압력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

들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초고층 건물 내 수직적 공간의 높이

를 낮추는 것이다 계단실의 피난문에서 높은 압력이 작용하여 닫힘 기능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서도 건물 내 수직적 공간이 낮을수록 작용하는 차압

이 낮았다 수직적 구획을 통해서 공간을 분할하면 초고층 건물 내 수직적.

공간의 높이를 낮출 수 있어 제연성능을 위한 압력분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기준평면을 적용한 초고층 건물에서 피난문의 폐쇄력 을 기준으로 수직37㎩

적 구획을 해본 결과 높이가 이상 되는 건물일 때 개 이상의 수직적, 90m 2

구획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마다 제각각 기준평면이 다르고 제연. ,

계획이나 제연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분석을 통해서 계단실의

수직적 구획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제연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계단실의 수직적 구획은 초고층 건물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중층

부의 기계실과 맞물려 설계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기계실에.

대한 방화구획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구획하고 계단실을 이에 따라 적절한 높

이로 배치를 시키면 효과적인 제연과 피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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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4.34.3 개선방안 타당성 검토개선방안 타당성 검토개선방안 타당성 검토개선방안 타당성 검토

4.3.1 대상건물 개요

제연설비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초고층 건물로 높이가 이상 되는200m

초고층 건물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공간이 복합된 초고층 건물이 지.

어지는 전 세계적인 경향을 참고하여 주거공간과 오피스 공간이 혼합된 초고

층 건물을 선정하였다 대상건물에 대한 개요는 다음 표 과 같고 그림. < 4.3> , (

에서 그림 는 대상건물의 기준평면과 입면을 나타낸다4.3) ( 4.9) .

위치 송도시 대한민국,

완공 예정 년도 2009

건물의 높이 305m

지상층 수 65

지하층 수 4

기계실 13, 33, 65

용도 오피스 주거 호텔 주차장, , ,

대지면적 4,645 

건물면적 139,350 

기준층 면적 2,323 

외부마감 알루미늄 유리 커튼월

표 대상건물 개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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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상건물의 엘리베이터 수직계획도( 4.3)



그림 대상건물 구성도( 4.4)

그림 대상건물 층 도면( 4.5) 1

그림 대상건물 층 도면( 4.6) 13

그림 대상건물 층 도면( 4.7) 36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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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상건물 층 도면( 4.8) 52 그림 대상건물 층 도면( 4.9) 63

대상 건물은 높이 의 건물로 수직적 공간이 상당히 높은 건물로서 건305m ,

물의 외부는 알루미늄 커튼월로 마감되었다 지상층은 사다리꼴로 계획되고.

옥상층은 역삼각형으로 계획되어 역동성 있게 변화하는 건물의 형태를 가지

며 매 층마다 바닥면적과 평면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지상층부터 층까. 32

지는 오피스 공간 층부터 층까지는 로비 및 문화공간 층부터 층, 33 37 , 38 63

은 호텔로 구성하며 층은 전망대로 계획하였다 기계실은 층 층, 64 . 13 , 33 , 65

층에 위치하였다.

그림 에서 나타난 엘리베이터 계획은 오피스공간과 호텔 공간을 나누( 4.3)

어 오피스 공간을 저층 중층 고층 부분으로 나누어 엘리베이터 공간계획을, , 3

하였다 또한 호텔의 엘리베이터 계획은 오피스의 엘리베이터 계획과 구분하.

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다 개의 계단실과 개의 비상용 엘리. 2 2

베이터는 지하층부터 옥상층까지 하나로 구획되어 있었다.

지하 주차장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지하층의 수직공간계획은 지상층의

수직적 공간과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의 주동선을 지.

하층을 공유하고 있는 대상건물 옆의 백화점 건물로 계획하였고 대상건물,

지하층의 엘리베이터 계획도 지상층과 층 호텔 로비에만 연결하여 수직적35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 지하층의 계단실과 비상용.

엘리베이터 실의 경우 실의 구획을 통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쉽지 않게 하여,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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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대상건물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조건(1)

대상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송도신도시는 현재 인천시 구역에서 개발되고 있

기 때문에 인천지역의 기후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표 는 대상건. < 4.4>

물에 대한 시뮬레이션 외기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입력 기상데이터 조건 비고

온도

외기 온도 -0.8 ℃
겨울철 인천지역

평년값 평균 자료(1971-2000) 38)

실내 온도 22.0 ℃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Design standards of

Energy Conservation in Building, 2001.5.

[Appendix Table 7]

온도 차 22.8 ℃

압력 대기압 101.3 ㎪ 표준대기압

바람

겨울철

풍향
NNW 기상연보 2007 39)

평균풍속 3.8 m/s
겨울철 서울지역

평년값 평균 자료(1971-2000)

표 대상건물에 대한 시뮬레이션 외기 조건< 4.4>

건물 내외부의 기밀도 데이터는 표 와 표 에서 나타낸 자료를< 3.4> < 3.5>

활용하였다.

38)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http://www.kma.go.kr/sfc/sfc_03_05.jsp

39) Annual Climatological Report,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eoul,

Kore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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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적용 전 시뮬레이션(2)

분석조건1)

대상 건물의 계단실의 부속실과 엘리베이터 전실을 가압하여 시뮬레이션 하

였다 부속실 가압방식은 앞에서 연구했던 방식 그대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엘리베이터 전실 가압의 경우 일정한 기준도 없고 전실 공급량이 많을 경우,

계단실의 차압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실의 차압기준은 전실에서

비제연구역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차압성능만 가지면 만족하는 것으로 설정하

였다 대상건물의 중간 부분에 개의 기계실을 두어서 제연용량을 나누어 분. 2

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부분으로 나누어 설비 구획하였다 다음 표3 . <

는 개선방안 적용 전 시뮬레이션 입력조건을 나타낸 것이다4.7> .

대상건물 개요

설비 샤프트 높이 310.5 m

피난문의 상태
지상층 층 층 층 층+(10 , 20 , 37 , 50 ) : Open

나머지 층 : Close

가압방식
부속실 가압방식

엘리베이터 전실 가압방식

차압조건 12.5 ~ 50 ㎩

방연풍속 0.75  이상

배연설비 기계배연 방식

설비구획

구획1 : F2~F12

구획2 : F13~36

구획3 : F37~F66

기밀도 Curtain wall 1.14 

표 개선방안 적용 전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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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2)

개선방안 적용 전 시뮬레이션의 제연용량에 대해서 다음 표 에서 나< 4.8>

타냈고 대상건물의 실별 압력분포와 부속실 문에서의 압력분포를 그림, (

과 그림 에서 나타냈다4.10) ( 4.11) .

층

설비층 포함( )

급기량

()

대상건물

급기량 배연량

B2~B3
부속실 1,2 800

0
엘리베이터 전실 1,2 400

B1~1
부속실 1,2 0

0
엘리베이터 전실 1,2 0

F2~F12

제외(F10 )

부속실 1,2 1,200
0

엘리베이터 전실 1,2 360

F10
부속실 1,2 1,200

15,500
엘리베이터 전실 1,2 360

F13~F35

제외(F20 )

부속실 1,2 1,240
0

엘리베이터 전실 1,2 340

F20
부속실 1,2 1,240

15,000
엘리베이터 전실 1,2 340

F37
부속실 1,2 1,360

15,000
엘리베이터 전실 1,2 660

F36~66

제외(F37, F50 )

부속실 1,2 1,360
0

엘리베이터 전실 1,2 660

F50
부속실 1,2 1,360

16,000
엘리베이터 전실 1,2 660

F67~70
부속실 1,2

0 0
엘리베이터 전실 1,2

총 제연용량

()

118,520 61,500

180,020

표 개선방안 적용 전 시뮬레이션 제연용량<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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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선방안 적용 전 시뮬레이션 실별 압력분포( 4.10)

그림 개선방안 적용 전 시뮬레이션 부속실 문에서의 압력분포(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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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에서 분석하였던 연구결과와 같이 높이가 높아질수록 실 내 압력3

이 상승하였다 그림 의 실별 압력분포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래프의 곡. ( 4.10)

선이 어지럽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난문이 열릴 때마,

다 급격한 압력의 변화로 인하여 다른 층의 차압성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변동하는 압력의 차가. 15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화재 상황 시에 문이 빈번히 열리게 되면 문이 닫㎩

혀 있는 다른 층의 차압성능까지 악화될 수 있다.

그림 의 부속실 문에서의 압력분포를 보면 로비와 부속실 사이의 피( 4.11)

난문들은 차압 기준인 사이에서 분포하지만 일정하지 않고 크게12.5~50㎩

변동하고 있다 또한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의 문은 여전히 정도. 120~150㎩

의 압력이 작용하였고 옥상층에서의 피난문에서도 피난 시에 넘는 압, 100㎩

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문이 열리고 난 후에 닫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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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적용 후 시뮬레이션(3)

개선방안 적용요소1)

대상건물의 코어 계획은 엘리베이터 실의 경우 저층 중층 고층 호텔 등으, , ,

로 나누어 수직적 구획을 잘 나누어 놓았다 또한 계단실 계획의 경우 급기. ,

량이 많이 필요하고 차압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였던 부속실 겸 전실 구

조가 아닌 부속실과 계단실 비상용 엘리베이터실과 전실 코어로 나누어 배,

치되어 있었다 다만 그림 와 같이 개의 계단실 사이의 거리가 짧고. ( 4.12) 2

같은 로비 안에서 개의 부속실과 개의 엘리베이터 전실의 피난문이 위치하2 2

고 있기 때문에 차압성능 발휘를 위한 급기량 조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부속실의 차압성능을 위해서 급기량을 증가시키면 엘리베이터 전실의 압력이

낮아져 전실의 차압성능이 급감한다 이를 위해서 부속실과 엘리베이터 전실.

에서 동시에 급기량을 높여주는 경우에는 로비의 압력이 높아져서 차압성능

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로 공기가 유입되어 악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실자의 피난수단인 계단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소방대원들이 사용하게 될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은 최소한의 압

력 유지를 통해서 연기의 침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부속실 겸 전실의 차압조절(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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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부의 압력 분포의 불균형 현상을 줄이고 부속실의 피난문에서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계단실의 수직적 구획을 하였다 이미 건축계.

획이 완성된 이후에 계단실의 수직적 구획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기

존 건물의 건축적 계획을 변화하지 않으면서 수직적 구획을 고려하였다.

대상건물의 경우 기계실이 건물의 중간인 층과 층에 적당히 위치하고13 35

있고 재실자들이 대피할 만한 적당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계실, .

을 피난층으로 구획하여 재실자들의 차 피난 장소가 되도록 구획하였다1 . 2

개의 피난층을 통해서 대상 건물을 그림 와 같이 부분으로 나누었고( 4.14) 3 ,

이에 따라 설비구획을 하여 적절한 급기량을 조절하였다 피난층으로 구획하.

면서 피난층에 대한 급기를 통해서 차압효과를 발휘하게 하였다 층의 피. 35

난층에서는 상부층의 재실자들도 층으로 피난을 하지만 층에서 가까운35 35

층과 층의 재실자들도 층으로 대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난문의34 33 35

압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계단실에 대한 수직적 구획은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되지 않는다면 제

연설비의 설치나 계단실의 구획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에서는 그. (

림 와 같이 계단실을 나누어서 기존의 계단실 위치를 바꾸지 않고 배치4.13)

하여 구획하였다.

그림 피난층의 계단실 구획(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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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상건물의 피난층 구획 개요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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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조건2)

대부분의 피난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래쪽의 피난층으로 피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피난층에서 위층로 이어지는 피난문은 피난 시에 개방된다고.

가정하였고 피난층의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피난문의 경우 문의 개폐와 차압,

성능이 동시에 발휘될 수 있게 설정하였다 피난층에 대한 급기를 통해서 층.

전체의 차압성능발휘를 통해서 피난층을 보호하였다 표 는 개선방안을. < 4.9>

적용한 대상건물의 시뮬레이션의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대상건물 개요

설비 샤프트 높이 310.5 m

피난문의 상태

지상층 층 층 층 층+ (10 , 20 , 37 , 50 )

피난층 층 층+ (13 , 35 ) : Open

나머지 층 : Close

가압방식 부속실 가압방식

차압조건 12.5 ~ 50 ㎩

방연풍속 0.75  이상

기밀도 Curtain wall 1.14 

배연설비 기계배연 방식

설비구획

구획1 : F2~F12

구획2 : F13~36

구획3 : F37~F66

피난층 설정 층 층 기계실 겸용13 , 35

표 개선방안 적용 후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4.9>

분석 결과3)

개선방안이 적용된 시뮬레이션의 제연용량을 다음 표 에서 나타냈고< 4.10> ,

실별 압력분포와 부속실 문에서 작용하는 압력분포를 그림 와 그림( 4.15) (

에서 나타냈다4.16) .



- 105 -

층

설비층 포함( )

급기량

()

대상건물

급기량 배연량

B3
부속실 1,2 900

0
엘리베이터 전실 1,2 400

B2
부속실 1,2 800

0
엘리베이터 전실 1,2 400

B1
부속실 1,2 0

0
엘리베이터 전실 1,2 0

1
부속실 1,2 8,000

0
엘리베이터 전실 1,2 0

F2~F12

제외(F10 )

부속실 1,2 1,200
0

엘리베이터 전실 1,2 0

F10
부속실 1,2 1,200

16,000
엘리베이터 전실 1,2 0

F13

피난층( )

부속실 1,2 520

0엘리베이터 전실 1,2 260

피난층 로비 5,000

F13~F35

(F13, F20, F35

제외)

부속실 1,2 520

0
엘리베이터 전실 1,2 260

F20
부속실 1,2 520

10,000
엘리베이터 전실 1,2 260

F35

피난층( )

부속실 1,2 520

엘리베이터 전실 1,2 260

피난층 로비 15,000

F37
부속실 1,2 560

8,000
엘리베이터 전실 1,2 520

F36~66
부속실 1,2 560

0
엘리베이터 전실 1,2 520

F50
부속실 1,2 560

13,000
엘리베이터 전실 1,2 520

F67~70
부속실 1,2

0 0
엘리베이터 전실 1,2

총 제연용량

()

95,120 47,000

142,120

표 개선방안 적용 후 시뮬레이션 제연용량<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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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선방안 적용 후 시뮬레이션 실별 압력분포( 4.15)

그림 개선방안 적용 후 시뮬레이션 부속실 문에서의 압력분포(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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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을 적용한 그림 을 보면 대상건물의 실내 압력이 개선방안( 4.15) ,

적용 전보다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피난층 구획으로 인하여 기밀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실내의 압력도 자연스럽게 상승하였다 그리고 지상층으.

로 통하는 구획을 제외한 구획과 구획의 경우 계단실과 부속실의 압력1 2 3

차이가 크지 않고 안정되어 있어 문의 개폐가 빈번히 일어나더라도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다 피난문에 작용하는 압력도 을 넘지 않아 일반적. 37㎩

인 피난문의 폐쇄력으로도 충분한 차압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림 에서 지상층과 통하는 구획의 경우 여전히 실 간의 압력차이가( 4.16) 1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획은 개 층밖에 정도 되기 때문에 개선방. 1 13

안 적용 전보다 설비용량도 줄어들고 차압을 조절하는데 더 용이하다 따라.

서 개선방안을 적용한 대상건물은 적용 전의 대상건물 보다 압력 분포에 대

한 여유도 생기고 피난 시에 생기는 압력의 악영향도 줄어들었다 옥상층의.

피난문에서는 여전히 높은 압력이 작용하여 피난문의 폐쇄력에 대한 설비적

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개선방안 적용 전후 제연용량 비교( 4.17)

개선방안 적용 전후의 제연용량을 비교한 그림 을 보면 개선방안 적( 4.17)

용 전에는 총 제연용량 180,020이 필요하였지만 개선방안을 적용 한,

후에는 142,230으로 가 줄어들었다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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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 소결소결소결소결

압력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를 토

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방안을 정.

리한 것이다.

계단실 계획(1)

초고층 건물의 코어 계획에서는 계단실과 부속실로 이루어진 코어를 선택하

는 것이 안전하다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전실을 따로 두.

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부속실과 엘리베이터 전실을 겸용하는 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코어는 엘리베이터 샤프트로 인하여 제연을 위한.

차압능력이 떨어지고 차압유지를 위한 급기량과 배연량이 더 많이 필요하였,

다 또한 피난자의 피난 동선과 소방관의 이동 동선이 겹쳐 큰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초고층 건물의 코어 계획 시에는 계단실과 부속실로 이루어,

진 코어로 구성하여야 한다.

저층부의 압력분포(2)

저층화재와 고층화재 시에 건물 내의 압력분포를 비교해보면 저층화재가 일

어났을 때 압력분포가 더 극심하게 나타났다 저층화재 시 연돌효과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저층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설비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층부분을 고려한 설비적 구획과 연돌효과를 감안한 충분.

한 제연용량이 설정되어 저층 화재 시 안정적인 차압성능을 유지하여야 한

다.

제연구역별 제연방식(3)

현재 국내에서는 부속실 단독가압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부속실 가압의.

경우 가압설계가 간단하고 차압의 설정이 간편하지만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

에 압력이 크게 작용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계단실과 부속실의 동시가압방식을 적용해보았으나 지상층이 피난 시에 열,

려 있다는 설정 때문에 과도한 제연용량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난 시의 조.

건을 적용할 때 부속실 단독가압방식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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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의 수직적 구획(4)

초고층 건물의 압력분포 시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은 대부분 건물 내부

의 매우 긴 수직적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긴다 수직적 공간 중에서.

도 계단실은 지상층에서 옥상층까지 이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가장 심

각한 공간이다 따라서 계단실의 수직적 구획은 제연구역의 안전한 차압성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방안이다.

계단실을 수직적 구획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초고층 건물의.

특징이나 내부 기준평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요소.

에서 분석된 피난문의 폐쇄력을 기준으로 수직적 구획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

였다 기준평면을 적용한 초고층 건물에서 피난문의 폐쇄력 과 피난문의. 37㎩

차압을 비교해본 결과 건물의 높이가 이상이 될 때 개 이상의 수직적, 90m 2

구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연설비 개선방안을 현재 건립되고 있는 초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시뮬레이

션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건물의 기계실을 피난층으로 설정하고 계단실. ,

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수직적 구획한 결과 구획하지 않았을 때보다 압력 분,

포가 눈에 띄게 안정된 것을 알 수 있었고 영향요소 분석에서 문제가 되었던

피난문의 폐쇄력 문제도 보완하는 결과를 보였다 제연용량를 비교해보면 개.

선방안 적용 후에 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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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5555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초고층 건물의 제연구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제연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압력분포의 영향을 분석하여,

제연설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국내외 연구문헌을 조사하여 이론적 원리를 고찰하고 국내외 기준정리

를 통해서 국내 제연설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통해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들을 파악하였다 피난 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최대한 고려하고 기준평면의 설정을 통해 만들어진 초고층 건물에 영향요소,

에 따른 압력분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

대로 국내 초고층 건물에서의 제연설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특성,

국내 제연설비의 설계는 성능위주의 설계가 아닌 법규위주의 설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법규를 위주로 설계를 하면 실제로 그 건물이 제연성능을 가지. ,

는 것보다는 법규가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화재 시에 효과적인 제연성능을 가지고 있기 힘든 제연설비가 설계된

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피난시간이 다른 건물들에 비해 배는 길어지는. , 2~3

특징 때문에 올바른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제연설비 성능설계의.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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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초고층 건물의 압력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 분석,

영향요소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연돌효과가 증대되어 건물 내부의 압(1)

력도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났다 부속실 단독가압방식을 적용하여 시뮬레.

이션 하였을 때 계단실의 피난문과 옥상층의 피난문에서 높은 압력이 작,

용하여 피난문의 닫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외부의 기밀도 값이 높아지면 건물 내부의 압력도 상승하는 것(2)

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제연구역의 차압성능 유지를 위한 제연용량,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 피난문의 개폐상태에 따른 압력변화 시뮬레이션(3)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속실의 피난문을 개방하였을 때 방연풍속으. ,

로 인하여 계단실의 피난문에서 큰 압력이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계단실의.

피난문을 개방할 경우 제연을 위한 차압이 사라지고 오히려 계단실로 공,

기가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크게 나타났다.

성공적인 차압제연을 위한 배연방식으로 가지를 제시하고 화재의 높(4) 3 ,

이를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배연창 기계배연 스모크타워의 가지. , , 3

배연방식을 비교해본 결과 배연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제연설비,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계배연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의 높이를 나누어 비교해본 결과 고층화재 시보다 저층화재 시에 압

력분포가 더 극심하게 나타나 차압성능 유지에 필요한 제연용량도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속실 단독가압설비와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급기설비를 비교분석한(5)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 급기설비의 경우 피난 시에. ,

지상층이 항상 열려있다는 가정으로 인하여 부속실에서의 차압성능도 제

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고 많은 제연용량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피난 시의, .

상황을 고려할 때 부속실 단독가압설비가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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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방안,

영향요소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초고층 건물에서는 사용되는 가지의 계단실 계획 중에서 부속실과(1) 2

엘리베이터전실을 겸용하는 계단실 코어의 경우 연결된 엘리베이터 샤프,

트의 영향으로 차압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설비용량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제연구역의 안정적인 차압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부속실과 계단실

로 구성된 코어로 계획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저층부에서의 압력 분포가 고층부보다 극심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2)

났다 따라서 저층부분을 배려한 수직적 구획과 연돌효과를 고려한 충분한.

제연용량을 계획하여 안정적으로 차압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속실 단독 가압방식과 부속실 및 계단실 동시가압방식을 비교해본(3)

결과 피난 시 지상층을 개방하는 설정조건을 적용하면 부속실 단독가압방,

식이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압력분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4)

결책은 연돌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수직적 공간에 대해서 수직적 구획을

하는 것이다 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피난문의 폐. 3

쇄력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적 공간을 나누었다 기준평면을 이용한 대상건.

물의 높이를 분석해본 결과 이상이 될 때 개 이상의 수직적 구획이90m 2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직적 구획은 건물의 높이와 기준평면 등.

많은 영향요소에 의해서 변화하고 건축 계획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므,

로 건물의 특성에 맞추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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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제연설비 개선방안의 초고층 건물 적용을 통한 검증,

앞서 도출된 제연설비 개선방안을 실제 초고층 건물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검증하였다 대상 초고층 건물은 지하 층 지상 층으로. 4 , 65

구성되고 약 의 높이를 가지며 호텔과 오피스가 통합된 복합건물이다, 305m , .

대상건물에 개선방안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건물은 계단실과 부속실로 이루어진 코어를 가지고 있었고 부속실 단,

독가압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계단실을 세부분으로 수직적 구획 하여.

분석한 결과 개선방안 적용 전보다 건물 전체적으로 압력분포가 낮아지고,

안정되었다 계단실 피난문에서의 과압 현상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계단.

실의 수직적 구획이 초고층 건물의 압력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설계에 효과적으.

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계획※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의 한계로 인하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상(1)

태의 시간변화에 따른 압력분포 분석이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화재가 난 층,

에 대해서 화재의 성격을 설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의 화재 시.

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의 성격을 분석하고 공기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의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한 중심코어형 기준평면(2)

을 통해서 영향요소를 분석하고 오피스와 호텔 등이 복합된 초고층 건물을 통,

해서 이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건물의 용도나 형태가 다르고 중심코어계획이. ,

다른 초고층 건물의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그 건물의

특징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초고층 건물에서 제연구역의 차압성능 유지를 위해서 계단실을 구획하는(3)

정확한 기준을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

비 가동 시 압력 분포에 대한 연구도 거의 되어 있지 않고 국내의 제연기준,

은 성능위주의 설계가 아닌 법규위주의 설계를 하고 있어 실제적인 차압 검토

를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존하는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에.

대한 압력분포 연구를 통해서 제연설비 개선방안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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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국문 초록국문 초록국문 초록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연구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연구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연구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중앙대학교 대학원중앙대학교 대학원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환경 및 설비전공건축학과 건축환경 및 설비전공건축학과 건축환경 및 설비전공건축학과 건축환경 및 설비전공

최승혁최승혁최승혁최승혁

지도교수 박 진 철지도교수 박 진 철지도교수 박 진 철지도교수 박 진 철

최근 국내에서는 랜드마크적 관점에서 초고층 건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의 경우 수직 높이의 증가로 인하여 피난시.

간이 일반건물에 비해 배 지연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안전성에 문제2~3

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또한 수직적 공간에서 발생되는 연돌효과로 인하여.

제연 구역의 제연성능이 저해되고 있어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 상황이다.

초고층 건물을 조사하여 초고층 건물만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제연설비의 영향요소와 제연구역의 분류 그리고 제연설비 기준을 통해서 초

고층 건물에서의 제연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초고층 건물의 건축적 특징과 제연설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

내 압력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건물의 외피.

기밀도 배연 방법 건물의 높이 피난문의 상태 제연구역 별 제연설비에 따, , , ,

라서 압력분포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토대로 제연설비를 개선시키기 위한 적

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초고층 건물의 계단실 계획은 계단실과 부속실로 이루어진 코어로 구성(1)

하여야 한다 계단실 비상용 엘리베이터 부속실 겸 전실로 구성된 코어는. , ,

비상용 엘리베이터실의 영향으로 차압 성능이 떨어지고 제연용량도 더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계단실과 부속실로 이루어진 코어가 보다 더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층부와 저층부의 압력분포를 비교해본 결과 저층부에서 압력변화가 극(2) ,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층부분에서의 설비적 구획과 연돌효과.

를 감안한 충분한 제연용량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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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시 지상층이 개방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부속실 단독가압방식과(3)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가압방식을 비교해본 결과 부속실 단독가압방식이 보,

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건물 내의 압력분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돌(4)

효과가 발생하는 수직적 공간에 대해서 수직적 구획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피난문의 폐쇄력을 기준으로 건물의 높이가 이상이 될 때 수직90m ,

적 구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직적 구획은 건물의 높이와 기준.

평면 등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달라지므로 건물의 특성에 맞추어 적용되어

야 한다.

초고층 건물의 제연설비 개선방안을 실제 초고층 건물에 적용하여 그 결과

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증하였다 대상 건물은 약 의 높이를 가지며 호. 305m ,

텔과 오피스가 통합된 복합건물이다 대상건물에 개선방안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단실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수직적 구획하여 분석한 결과 건물 전체적으로

압력분포가 낮아지고 안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계단실의 피난문에.

서 작용하는 과압 현상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계단실의 수직적 구획이

초고층 건물의 압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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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ays, the super high-rise buildings construction plans are

increased in Korea. But the evacuation time in the super high-rise

building takes 2~3 times more than general buildings , and a stack

effect in buildings interrupts the smoke control system's operation, so

it is more dangerous than the general building when firing. Therefore

it needs to study about smoke control system in the super high-rise

buildings.

The super high-rise buildings have many special features of the

architecture and the smoke control system. After analyzing these

features, the standard of smoke control and the types of smoke

control system, the influence elements of pressure difference in the

super high-rise building is analyzed.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improvement of smoke control system in the super high-rise building

is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uper high-rise building's core plan should be a core-1

combined a stairwell with a stair lobby. A core-2 combined a

stairwell, an elevator for an emergency, and elevator lobby is more

uneffective to control the pressure difference and to reduce the

smoke control system capacity than co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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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cording to simulation results, when comparing a lower part with

a higher part in the super high-rise building, the pressure difference

of the lower part is more unstable and it needs more the smoke

control system capacity. Therefore the lower part of the building

needs to adequate smoke control system capacity and serious

consideration.

(3) The results of the case simulation between pressurization only for

stair lobby and pressurization for the stairwell and the stair lobby is

that the pressurization only for stair lobby is better than another

method when the gates open to assume the evacuation situation.

(4) The solution of the pressure difference in the super high-rise

building is the division of vertical passage especially the stairwel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when the closing power of a

emergency door considering, the buildings over 90 meters need to

divide the stairwell to control the pressure difference. Many elements

effect the pressure difference, so the division of the stairwell

carefully decides after analyzing each building.

The improvement of this study apply to the super high-rise building

that has being constructed. This building is 305 meters and a building

complex. The results of appling the improvement is that pressure

difference in whole building is more stable and the high pressure at

the emergency door makes low. Consequently the division of the

stairwell is effective to solve the pressure problem in the super

high-rise buil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