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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re detectors are designed to minimize loss of life from a fire alarm system as an alarm to help 

evacuate more quickly until the completion of the evacuation alarm should be continued. the purpose of 

such alarms in order to achieve the characteristic fire heat release rate reaches a certain level, or 

when a certain time has elapsed, when the heat detector is to be alarms to answer. Requires a quick 

response, it is desirable to install the sensor as much as possible, but taking into account the cost of 

installation problems by engineering approach to minimize the quantity and rapidity of detection 

capability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increase the rapidity of fire detectors in a room according to the height of the sensing 

period is to be maintained the optimum distance of the fire detector detects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Differential spot-type heat detectors installed domestic basis, depending on the type of 

sensor that can detect one sensor area is limited and less than 4m ceiling height regulations and simply 

double the number in excess of 4m and intended to be installed

Keyworld : Differential Temperature Fire Detector, Thickness of the Flame, Flames Reach, Distance 

Detector Placement, Growth Rate of Fire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화재감지기는 화재로부터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한 경보설비로서 경보는 신속할수록 피난에 도움이 되

고 피난이 완료될 때까지의 지속적인 경보가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경보특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특정수준의 열 방출율에 도달할 때 혹은 특정

시간이 경과했을 때 감지기가 반드시 응답하여야한다. 

신속한 응답을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감지기를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설치 수량

을 공학적인 접근에 의해 최소화하고 감지능력의 신뢰

도를 높여야 한다. 감지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실에서의 높이에 따른 감지기간의 적정거리가 유

지되어야 하고 화재감지기의 감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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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차동식 스포트형 열감지기 설치 기준으로는 

감지기 종류에 따라 감지기 1개가 감지할 수 있는 면

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천장의 높이는 단순하게 4m 

이내로 규정하고 4m를 초과시 2배의 개수로 설치하도

록 되어있다. FMRC 규정으로는 10ft~70ft 마다 1개

씩 설치하고 있는 등 이미 외국은 감지기는 배치거리

에 준하여 설치하고 국내는 면적기준으로 설치하고 있

어 면적기준과 배치간격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

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1.2 이론적 배경

1) 연구배경

  지금까지의 화재사고에서 경보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큰 사건을 종종 보아 왔다. 그러나 화재감

지 설비의 작동 유무만 확인되었으나 경보설비의 시설

이 공학적인 접근에 의한 정상 상태로 설치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화재감지기의 적정설치에 하여 화

재현상을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화염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우선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만 화염(Plume)으로 이해되

었으나 결국 화염은 연소중이거나 또는 미연소중인 가

스의 흐름으로 이미 1950년경부터 FMRC1)에서는 

Fire Gas의 온도와 흐름(Temperature, Velocities)의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 검토를 의뢰하게 되어 

NIST와 여러 실험기관에서 화염의 거동에 한 현상을 

기초로 하여 적정 감지기 설치 위치를 결정하였다. 따

라서 우리나라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차동식 스포

트형 열감지기의 면적별 설치 기준과 UL2)에서 정한 

감지기간의 배치거리를 비교하고자 한다.

 

2) Ceiling Jet Flow의 이해

  화염에서의 상부로 이동되는 운동에너지는 상부로 

올라갈수록 화염은 냉각되고 상부로 밀어 올리는 공기

는 냉각되어 운동에너지가 감소되는데 초기화염

(Incident Plume)에서 약 75%가 손실된다.

  천장의 높이가 높다라면 운동에너지는 더욱 크게 손

실되고 반 로 천장고가 낮으면 부력의 힘을 받아 화

염은 천장면에 부디치고 기류는 천장면을 따라 비교적 

흐름이 빠른 제트흐름으로 될 것이다. Ceiling Jet 

Flow는 초기에는 공기보다 가벼워진 상태에서 천장면

에 닿으면 반력에 의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데 지속적인 화염의 부력과 운동에너지를 받아야만 공

기의 흐름이 빠르게 되어 Ceiling Jet Flow가 유지 되

는 것이다.

  화염가스의 흐름은 초기화재에서 천장면에 도달하여 

수평으로 이동된다하더라도 화염이 냉각되면 [그림

1-2]와 같이 아래로 급강하 하는 것이다. 따라서 

Ceiling Jet Flow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화재3)와 같

이 충분한 열 방출률이 필요하며 감지기의 이격거리를 

추정하는 데는 Fast fire(150s)를 기준으로 하고 있

다. 화재의 성장속도는 으로 변화되는데 발

화하여 1000BTU에 도달하는데 까지의 소요시간을 구

분하여 화재의 성장속도를 추정하고 있다. 

     

[Figure 1] Growth rate of fire

<Table 1> step-by-step reach fire 

Distribution
Level off at 

Time(sec)

Start Decay at 

Time(sec)

Ultra Fast Fire 75 675

Fast Fire 150 750

Medium Fire 300 900

Slow Fire 600 1200

  이러한 화재의 성장속도는 Heskestad의 정상상태 

화재에 의해 형성되는 최 천장 분출온도 및 속도에 

한 실험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r / H = 0.5에서 화

염의 두께는 8~12%를 유지하며 그중 천장면으로부터 

약 1~2%정도의  화염이 가장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화염의 흐름이 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상향형헤드의 설치는 천

1) 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2) Underwriters Laboratories lnc.
3) 1000BTU(1055KW)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화재의 성장속도를 4단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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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으로부터 0.3m이내에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에

서 정하고 있으며 열감지기의 적정 이격거리를 선정하

여 작동온도에 도달하고 응답속도를 추정하는데 있다.

  Heskestad의 실험에 의하면 천장의 높이가 12m이

하에서는 수평으로 이동되는 5m 거리에서 50℃의 온

도 강하시는 Ceiling Jet가 유지되지 않는다. 또한 열 

방출율이 Wall Fire에서는 2배가 되며 Corner Fire에

서는 4배의 열 방출이 일어난다. 그리고 Corner Fire

에서는 Ceiling Jet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1.472MW의 

열 유속이 필요하다.

[Figure 2] Transient ceilling jet flow in a room

[Figure 3] Dimensionless correlations for 

maximum ceilling jet temperatures and velocities 

produced by steady fires. 

  위의 그림과 같이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H)에 

하여 수평흐름의 거리 비율이 r/H=0.18 일 때 온도 

강하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결국 r/H 

≧ 0.18이 되면 온도는 급강하되어 열류는 아래로 내

려오게 되는데 열감지기가 작동하는데 응답시간은 길

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열 흐름의 관계식에서 

화염의 두께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의 식을 이용한다.

      


 exp


            

                                            (식 1)

        exp

×        

                                            (식 2)

      여기서,  : 화염의 두께(m)

           : 화염 중심선에서 감지기까지의 거리(m)

          : 바닥으로부터 천정까지의 거리(m)

     

  식(2)에서 천장의 높이가 4m이고 화원의 중심으로

부터 2m의 거리에서는  = 0.414m가 되어 스프링

클러헤드 설치 시 높은 열류의 영향으로 개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천정면으로 부터 0.3m미만으로 이격하도

록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장

의 높이가 4m라면 차동식 분포형 열감지기를 비롯한 

모든 열감지기는 천장면에 부착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가장 온도가 높은 열류층인 천장면으로부터 

1~2%범위인 0.08m(8cm)이내에 설치되어야한다. 

      

  ex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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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구획화재에서의 Ceiling Jet Flow 범위밖의 모

서리부분 4〃(0.1m)는 열류의 영향이 적은 범위이므

로 스프링클러헤드나 감지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내의 설계방식

2.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특성

  차동식 스포트형 열감지기는 발생되는 열이 일정 온

도상승율에 도달하면 경보를 발하게 되는 것이다. 차동

식 열감지기의 표적인 방식으로는 다이어프램식과 반

도체 센서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이어프램식 

방식은 화재시 감열실의 온도상승에 의해 완만한 온도

상승으로 공기가 팽창되는 것은 리크공을 통하여 배출

되고 급격한 온도상승만이 화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 센서식은 열을 받으면 반도체 센서

(thermistor)에서 전류를 발생시켜 고감도 릴레이에 

접접되어 신호를 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트형 차동식 열감지기는 Medium Fire, 

Slow Fire에서는 매우 느리게 작동되므로 신속한 경보

를 기 할 수 없다.

[Figure 4] Differential spot-type detectors 

(Diaphragm type)

[Figure 5] Differential spot-typedetectors 

(thermistor type)

2.2 화재의 종류에 따른 감지기의 적응성

  구획실의 용도에 따라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아래의 

표에 수록하였다.

<Table 2>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적응성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m 이상 

~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m 이상 

~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m 이상 

~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

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

로그방식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나

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

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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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지기의 설치수량

<Table 3> 열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설치 면적 기준

(단위 ㎡)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 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
정소방 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특정소방 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
정소방 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특정소방 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Table 4> 연기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설치 면적 기준

(단위 ㎡)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이상 

20m 미만
75   

3. 배치거리 계산

3.1 배치거리 계산 순서 및 고려사항

  (1) 고려 상면적에 해 다음과 같은 환경조건을 

결정한다.

  a. 주위온도 (절 온도로 환산할 것)

  b. 천장높이 혹은 가연물 위쪽으로의 높이 

  (2) 연소예상 가연물에 한 화재성장 특성인 혹

은 를 추정한다. 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를 계산한다. 해당방정식을 이용하

기 전에 에 류분율을 곱해 를 구한다.

  (3) 필요한 응답시간  혹은 최  열방출율 허용한

계 등 해당설비의 목표를 결정한다.

  (4) 사용할 감지기 형식을 선정한다. 정온식의 경우

에는 감지기 선정에 따라 감지기 응답온도   

및 그에 따른 RTI 혹은  및 가 결정된다.

  (5) 설비목표 달성을 위해 적용해야하는 화재로부터 

감지기까지의 거리를 1차로 추정한다.

  (6) 화재발생시점(  )에서 화재가 멱-급수모델

을 따른다는 가정을 한다.

  (7) 감지기 및 그 주변온도의 초기온도를 주위온도

로 설정한다.

  (8) 방정식 (3)을 이용해 초기 열 선단이 감지기에 

도달하는 무차원시간 를 계산한다.

  (9) 방정식 (4)에 정의 되어있는 계수 A를 계산한다.

  (10) 가변 류 분율에 한 방정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에 류분율 X를 곱해 를 구한 뒤 그 결과를 

방정식(        


 )의 

응답시간 요구 수치와 함께 이용해 그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다.

  (11) 가 보다 클 경우 제 12 단계로 넘어간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화재에 보다 가까운 새로

운 감지기 위치 r을 적용한 뒤 제8단계로 되돌

아 간다.

  (12) 방정식(  

을 이용해 의 비를 

구한다.

  (13) 방정식(∆  

을 이용해 ∆∆

의 비를 구한다.

  (14) 방정식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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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를 계산한다.

  (15) ∆의 비를 구할 때는 방정식 23을 

이용한다. 

  (16) 방정식(9) 및 방정식(12)을 이용해 D와 Y를 

계산한다.

  (17) 이제 방정식(13)를 이용해 해당감지기의 온도

를 구할 수 있다.

  (18) 감지기 온도가 해당 작동 온도보다 낮을 경우

에는 r을 더 작게 한 상태에서 이 과정을 반복

한다. 감지기 온도가 해당 작동 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r을 더 크게 할수 있다.

  (19) 감지기 온도가 해당 작동온도에 가까워 질 때 

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감지기 배치 간격 

요구 사항은   이다.

3.2 화재모델 활용에서의 설치 적정거리

  화재감지기의 감지 시간은 열 방출률이 RTI를 결정

하기 때문에 직접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기타 조

건에 하여는 감지기에 한 시간상수 데이터를 이용

하여 계산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조건으로는 열 방출

율의 계산이 필요하다.

    KW

                                            (식 3)

  여기서,   : HRR(heat release rate)

          : 화재강도계수( )

  계산식에 Fast Fire를 적용하면  

        



 = 0.047KW/

 

  여기에 열 방출률이 2,500KW에 도달되면 감지기가 

작동되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도달되는 시간을 구할 

수 있다.

        








=231s

  여기에서 연기의 유동속도를 1.5m/s로 하여 RTI를 

계산하면 

        
                         (식 4)

  여기서,   : 시간상수(Table 5참조)

          : 유동속도(m/s)

          

<Table 5> Time Constants for Any Listed Detector ( 
)

  Listed
 Spacing

ft(m)

UL

℉(℃)
FMRC All 
Temp.

128(53) 135(57) 145(63) 160(71) 170(77) 196(91)
10(3.05) 400 330 262 195 160 97 195
15(4.57) 250 190 156 110 89 45 110
20(6.10) 165 135 105 70 52 17 79
25(7.62) 124 100 78 48 32 48
30((9.14) 95 80 61 36 22 36
40(12.19) 71 57 41 18
50(15.24) 59 44 30
70(21.34) 36 24 9

  These Time Constants are based on an analysis of the Underwriters Laboratories lnc. and Mutual 

Research Corporation listing test procedures. Plunge test results performed on the detector to be used 

  will give a more accurate time constant. At a reference velocity of 5ft/s(Reproduced from NFPA 

72-1993, Appendix B.⁸)

3.3 감지기 배치계산(6m)

  감지기 배치를 위한 1차 추정에 의해 감지기간의 간

격은 6m를 계산한다. (UL규정은 30ft)

  열 선단이 감지기에 도달하는 무차원 시간을 구하면

         

                           

                                            (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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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1) : 감지기에 열이 감지되는 시간

        r : 화원중심에서 감지기까지의 거리(m)

          :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m)

        

  

  여기에 무차원 면적(A)을 구하면 

       


                                 

                                            (식 6)

  여기서,   : 무차원 면적( ․Kj)

        : 공기의 정압비열(kj/kgᆞK)

          : 중력가속도(m/s)

        : 주위온도(℃)

        : 공기밀도(Kg/㎥) 

        


 

  응답시간을 구하기 위하여 열전달율 ()를 구하면 

                                              

                                            (식 7)

           

         


                       

                                            (식 8)

  여기서,   : 감지기 주위온도(℃)

          : 2,500KW에 도달하는 시간(sec)

          : 무차원 면적( ․Kj)

         : 화재강도계수( )

          :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m)

       
    


 

  위 계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500KW에 도달하는 

시간이 231초에 도달하면   이므로 화염의 선단

이 이미 감지기를 통과한 것이다.

  여기에서 무차원속도에 한 속도의 비를 계산하면

       
  


                     

                                            (식 9)

  위식을 속도비로 유도하면

      


  

  

  여기서,   : 초기화염의 진행속도(m/s)

          : 화염의 말단 진행속도(m/s)  

           : 무차원 면적( ․Kj)

          : 감지기측의 화재강도계수( )

           :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m)

      


      

  여기에서 무차원 가스 온도의 변화의 비를 계산하면

      ∆   
∆

               

                                           (식 10)

  위 식을 온도변화비로 유도하면

      ∆
∆

  



  

  여기서, ∆ : 화염선단의 온도(℃)

        ∆ : 감지기 주변의 가스온도(℃)

          : 초기 주위온도(℃)

            : 중력가속도(m/s)

          : 감지기측의 화재강도계수( )

           :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m) 




  


    

  화염 가스온도 변화율을 계산하면 

         

                       

                                           (식 11)

  여기서,  D2) : 온도변화율 

         r : 화원중심에서 감지기까지의 거리(m)

          :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m)  

         

  

      ∆  
   

                        

                                           (식 12)

  여기서, ∆ : 화염과 화염선단의 온도차(℃)

         : 감지기 주위온도(℃)

         : 감지기에 열이 감지되는 시간

         D : 온도변화율 

      ∆  
 

  

  다음에는 ∆ 의 비를 계산한다.

      ∆


 

                    

                                           (식 13)

1) fast fire로서 1000BTU에 도달하는 시간이 150sec이다
2) 화염으로부터 천장과 감지기까지의 거리로서 화염가스온도 변화율의 무차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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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 화염의 말단 진행속도(m/s)  

       ∆ : 화염과 화염선단의 온도차(℃)

         r : 화원중심에서 감지기까지의 거리(m)

          :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m)

      ∆


 

   

  다시 감지기온도의 순간 변화율(Y)를 계산하면

        
 



 


∆



∆




       

                                           (식 14)

  여기서,    : 감지기 온도의 순간 변화율

          : 초기화염의 진행속도(m/s)

          : 화염의 말단 진행속도(m/s)  

          : 2,500KW에 도달하는 시간(sec)

         : 감지기 주위온도(℃) 

        ∆ : 감지기 주변의 가스온도(℃)

        ∆ : 화염과 화염선단의 온도차(℃)

         D : 온도변화율

  

  





  

  t=231s에 한 감지기 온도 를 계산할 수 있

다. 화재발생초기에 감지기온도()는 주위온도

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감지기의 온도를 계산하면 

∆    ∆
∆ ∆  

 
  

                                           (식 15)

  여기서, ∆ : 화염으로 인한 감지기의 온도 

          : 감지기 주위온도(℃)

          : 실내온도(℃)

         ∆  : 감지기주변의 가스온도(℃)

         ∆ : 화염선단의 온도(℃)

            : 감지기 온도의 순간 변화율

      ∆                           

                                           (식 16)

             
  



      ∆     
      

 ∆      ℃

  감지기간의 이격거리계산

                                             

                                           (식 17)

  여기서,    : 감지기간의 거리(m)

           r : 화원중심에서 감지기까지의 거리(m)

         
  위의 계산에서 열 방출률이 2,500KW에 도달하는 

231초 후에는 화재축으로 부터 6m 떨어진 감지기의 

온도는 74℃에 도달하였다. 감지기의 작동온도는 57℃

이므로 조금 더 이격거리를 멀리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지기온도 계산결과가 작동온도에 가까워질 

때까지 계산을 반복한다.

3.4 감지기 배치계산(7.4m)

  만약 화원의 중심에서 감지기까지의 거리가 7.4m라

고 추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무차원 가스 온도의 변화의 비를 계산한다.

      ∆   
∆

      ∆
∆

  



  




  


    

  가스온도변화를 계산하면 

         

  

      ∆  
   



      ∆  
 

  

  다음에는 ∆ 의 비를 계산한다.

      ∆


 

 

     ∆


 

   

  다시 감지기온도의 순간 변화율(Y)를 계산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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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31s에 한 감지기 온도 를 계산할 수 있

다. 화재발생초기에 감지기온도()는 주위온도

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감지기의 온도를 계산하면 

∆    ∆
∆ ∆  

 


      ∆   
             

  


           

 ∆      ℃
  감지기간의 이격거리계산

        

           ∴ 10.465m

4. 결 론

  차동식 열감지기의 적정 배치간격을 계산하는 것은 

임의의 감지기 거리 및 열 방출율을 정하여 계산결과

에 따라 반복하여 계산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다. 감지

기 배치간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감지기 배치간격, 

열 방출율과 천장의 높이에 따라서 감지기의 배치간격

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감지기 배치 도면은 열 방출율이 2,500KW, 

천장의 높이는 3.5m로 하고 화원의 중심에서 감지기까

지의 57℃에 도달하는 시간은 231s가 되었으며 임의

의 설치되는 감지기의 이격거리 반지름이 6m와 7.4m

로 할 경우 적정한 감지기의 배치거리는 각각 8.485m

와 10.465m로 설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231s는 3분 51초로서 거의 4분에 해당되므로 피난시

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감지기의 이격거리를 단축할 필

요가 있다.

[Figure 6] Drawing a detectors spacing of 6m

[Figure 7] Drawing a detectors spacing of 7.4m 

[Figure 8] Drawing a detectors spacing of 6m

[Figure 9] Drawing a detectors spacing of 7.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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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tectors installed quantity

면적(㎡) 규격(m) 형태
설치간격
(r=m)

NFSC 203
(70㎡/1개)

UL FMRC

1,584

33×48 정방형
6 23 12 12

7.4 23 12 12

18×88 장방형
6 23 12 12

7.4 23 12 12

  <Table 6>과 같이 동일한 면적에서 감지기 설치 수

량을 화재실의 형태에 따라 배치 간격을 달리하여 계

산한 결과 설치 수량은 일정하였다. 다만 실내의 폭이 

감지기 설치간격이 6m를 약간 벗어나는 구조일 때 감

지기는 1열로 배치하게 되므로 수량이 증가될 수 있다. 

FMRC에서는 감지기 설치구간이 6m일 때 의 RTI계산

에서 적용되는 시간상수는 79로 계산되므로 UL기준의 

80과 근사한 차이로서 계산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지기 설치 수량은 국내의 기

준이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신속한 경보를 기 할 

수 있으나 폭이 좁은 실내에서는 설치 수량이 면적으

로만 결정되므로 설치거리가 멀어지면 작동하는 시간

이 길어지므로 면적기준을 유지하면서 감지기간의 배

치거리의 최소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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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지 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 주요 관심분야

는 생산관리, 물류관리, 안전경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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