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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underground common utility tunnels are underground facilities for jointly

accommodating more than 2 kinds of air-conditioning and heating facilities, vacuum dust

collector, information processing cables as well as electricity, telecommunications,

waterworks, city gas, sewerage system required when citizens live their daily lives and

facilities responsible for the central function of the country but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fire accidents quickly and hard to enter into common utility tunnels to extinguish a fire due

to toxic gases and smoke generated when various cables are burnt. Thus, in the event of a

fire, not only the nerve center of the country is paralyzed such as significant property

damage and loss of communication etc. but citizen inconveniences are caused. Therefore,

noticing that most fires break out by a short circuit due to electrical works and degradation

contact due to combustible cables as the main causes of fires in domestic and foreign

common utility tunnels fire cases that have occurred so fa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cientifically analyze the behavior of a fire by producing the model of actual common utility

tunnels and reproducing the fire. A fire experiment was conducted in a state that line type

fixed temperature detector, fire door, connection deluge set and ventilation equipment are

installed in underground common utility tunnels and transmission․power distribution

cables are coated with fire proof paints in a certain section and heating pipes are fire proof

covered. As a result, in the case of TypeⅡ, the maximum temperature was measured as 93

2℃ and line type fixed temperature detector displayed the fire location exactly in the

receiver at a constant temperature. And transmission․power distribution cables painted

with fire proof paints in a certain section, the case of TypeⅢ, were found not to be fire

resistant and fire proof covered heating pipes to be fire resistant for about 30 minutes. Also,

fire simulation was carried out by entering fire load during a real fire test and as a result,

the maximum temperature is 943℃, almost identical with 932℃ during a real fire test.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fire behaviour can be predicted by conducting fire simulation

only with common utility tunnels fire load and result values of heat release rate, height of

the smoke layer, concentration of O2, CO, CO2 etc. obtained by simulation are determined

to be applied as the values during a real fire experiment.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more reliable information on domestic underground common utility tunnels fire accidents

can be provided and it will contribute to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repair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by analyzing and accumulating experimental data on domestic underground

common utility tunnels fire accidents built in this study and fire cases continuously every

year and complemen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administration manual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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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공동구(Underground Common Utility Tunnels)는 도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

는데 필요한 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 가스, 하수도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 진공 집진관,

정보처리케이블 등의 시설물을 2종 이상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지하시설물로서 국가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지만, 화재 사고시 신속한 대처가 힘들고 각종 케이블 연소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및 연기에 의해 공동구 내에 진입하여 진압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 막대한 재산피해 및 통신두절 등 국가의 중추신경이 마비됨은 물론 시민불편사항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발생 되어온 국내,외 공동구 화재사례에서 화재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전기공사로 인한 합선 및 가연성케이블에 의한 열화접촉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실제 공동구 모형을 제작하고 화재를

재현함으로서 과학적으로 화재의 성상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화재실험은 지하공동

구 내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Line type fixed temperature detector), 방화문(Fire door),

연결살수설비(Connection deluge set),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송․배전케이블은 일정구

간 내화(Fireproof)도료로 도장하며, 난방관은 내화 피복된 상태에서 실험하였다. 그 결과

TypeⅡ의 경우 최고온도가 932℃로 측정되었고, 일정한 온도에서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가

화재위치를 정확하게 수신반에 표시되었다. 그리고 TypeⅢ의 경우인 송․배전케이블은 일

정구간 내화도료로 도장한 것은 내화성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화피복( Fireproof

covered)된 난방관은 약 30분 정도의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뮬레이션

결과는 실물화재시험시의 화재하중(Fire load)을 입력하여 실시한 결과로서 최고온도가

943℃로 실물화재실험시의 932℃와 거의 일치 하였다. 따라서 공동구 화재하중만으로 화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화재성상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연기층의 높이, 산소(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

(CO2)의 농도 등의 결과 값들은 실제 화재실험시의 값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국내 지하공동구 화재사고에 대한 실험자료 및 매년 지속적

으로 화재사례들을 분석하여 축적하고 법 규정 및 관리 메뉴얼 등을 보완함으로써 국내 지

하공동구 화재사고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하공동구의 신설 및 유지 관리 보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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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보화 사회의 핵심 기간 시설인 지하공동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체 구조물에 대한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및 공동구 내에 수용되는 각 시설물에 대해서도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 제반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유지 및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체계수립과 공동구와 관련된 법규․제도 등의 정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물모형을 기반

으로 축소모형 공동구를 제작하여 모형실험과 일정 구획 간 화재시뮬레이션 S/W를 사용한 화재안전성능의 예측평가 실시를

통하여 기존 공동구의 소방․방재설비에 대한 보완기준과 신설 공동구의 성능강화 모델을 제시하여 공동구의 신설 및 보수․

보강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내용

Fig 1에 본 연구에 대한 연구추진체계에 나타난바와 같이 먼저 자료 및 문헌조사로서 국내․외 공동구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와 특히 미국, 일본 및 국내의 대형사고 사례유형 그리고 국내․외 공동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했다.

또한 공동구 방재시설을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장비 및 자재 등에 대하여 조사했다. 두 번째로는 기존 공동

구의 현황 실태 분석으로서 기존의 공동․단독구에 대한 시설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현행 시설․관리 등의 문제점을

정밀 종합검토한 후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 검토했다. 세 번째로는 공동구 신설을 위한 제반기준 설정으로서 공동구내 수용시

설물의 종류, 용량 등을 추정하여 공간크기를 산정하고, 비상시 대처를 위한 보안․방재시스템의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방재

성능이 보완되어야 할 주요 구조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는 공동구 모델에 대한 화재안전성능실험으로서

실물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축소모형 공동구를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고 여기서 일정 구획 간 화재시뮬레이션 예측 S/W를

사용하여 화재안전성능에 대해 예측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Research Promotion System

Research Item Research Target Research Results

▪ Utility tunnels research

Existing utility tunnels

Survey

Japan travel site

▪ Existing utility tunnels status & conditions

(vents, doorways, etc.)

▪ Utility tunnels management system in Japan

▪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

design criteria

Fireproof compartment,

sensors, suppression

equipment, ventilation

equipment, etc.

▪ Utility tunnels prevention equipment

installation standards

(old, new)

▪ Accepted design criteria development for

utility tunnels contents

▪ Laws & operating systems

Utility tunnels special

law, traffic law, town

planning law

▪ Cost-sharing & operational management

plans drawn unification

▪Create maintenance manual

▪ Integrated management & design

criteria

5 EA utility tunnels

target
▪ Computerized management system & DB

Fig. 1. Research Promo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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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구 설치 및 시설 현황

2.1 공동구 시설현황(1,2,3)

Table 1. Common utility tunnel general status

Division Total

For the public For the general

Sub-

total

Common

utility

Exclusive utility(113)

Sub-

total

Commo

n utility

Exclusive utility(50)

Electric

power

utility

Communi

cation

utility

Electric

power

utility

Communi

cation

utility

Heating

utility

Water

utility

No. of 828 118 5 68 45 710 660 9 2 20 19

Length(㎞) 489.38 248.7 31 80.40 137.30 240.68 231.40 1.34 0.11 4.6 3.23

Table 1에 나타난바와 같이 공동구 총괄 현황으로서 공동구는 828개소에 총 연장 489.38km에 달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

용”이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통신공사에서 관리하는 대상을 말하며, “일반용”은 아파트 학교 병

원 및 공공시설의 구 내외 설치된 대상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법정”이라 함은 폭 1.8m이상 높이 2m이상 길이 500m이상

을 말한다.

2.2 국내 공동구 실태 분석(1,2,3)

(1) 시설 측면

첫째 방재시설 미비면에서 협소한 공간에 전력, 통신 케이블과 상수도관, 지역난방 온수관 등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누전 등 사고의 우려가 높다. 또한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및 시설 간 격벽, 구간별 방화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시 화재감지, 연소방지 및 진압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구간에서는 전력구와 통신구간 격벽이 없어 관통하거나

화재에 약한 전력케이블과 지역난방관이 동일 구간 내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인접 수용시설물로 확산되는 등 대형화

재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전선피복, 플라스틱 배관과 냉․난방 보온재를 가연물질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화재발생

시 가연성 피복, 배관, 보온재 등에 의해 급속하게 연소 확대 등의 유독성가스를 배출하는 소재로 되어 있어 화재시 대형

화재 위험이 높고 진화상 장애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공동구가 노후화 되어 구조체의 부실로 인한 누수와

철근부식, 토사유입 등의 문제가 있고, 홍수시 침수와 평상시 습기로 인해 누전의 위험이 있다. 또한 공간용적에 비하여 수용

케이블 등의 과다로 이상유무의 확인 등 평상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한 실정이고, 바닥 면에 케이블 등이 무분별한 포설,

간헐적인 집수정 설치, 환기구의 부족 등으로 점검 및 소방 활동이 몹시 곤란한 구조로 되어있다. 셋째 우회회선의 미확보로

행정, 방송 금융 분야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회선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단독공급 형태로 되어 있어 비상시 대체공급이

어렵게 되어있다.

(2) 관리운영 측면

첫째 시설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현재 시설 관리하고 있는 5개 대형 공동구와 한전, 한국통신이 관리하는 단독

구에 대해서는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나 아파트 단지와 대형건물 주변의 소규모 공동구의 경우는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둘째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설계도면이 없다. 대부분에 경우 설계도면이 분실되어 관리원들이 자체적으로 공동구

를 조사하고 수용시설의 설치위치와 구조, 규격 등을 개략 파악하여 관리상 활용하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공동구의 정확한

위치, 구조 및 케이블의 정확한 배선 상황이나 연결부위 등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셋째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개 대형 공동구의 경우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및 시설수용기관 간 책임한

계가 분명하지 않고 수용시설물별로 설치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다. 또한 아파트와 대형건물 주변의 소규모 공동구의 경우에

는 시설물의 이상 발견시 외에는 통상적인 점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중앙감시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다. 이는 24시간 효율적으로 관리감시하고 긴급사태시 이를 중앙에서 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앙감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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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Central Monitoring System )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보안대책이 허술하여 긴급대응이 곤란하다. 도시의 중추신

경임에도 불구하고 환기구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외부인이 쉽게 침입하거나 인화물질과 화기 등을 투입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 초기 고압전선의 단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즉시 소화 및 진입이 불가능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지하공동구 화재진압을 위한 전문장비 및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3) 기술적 측면

지하구 내의 송․배전케이블이 난연화(Fire Retardant)되어 있지 않고, 난방관을 가연성 단열재로 시공되어 있고, 적정 수용물

의 수용기준이 없이 공동구 내에 수용물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화재발생시 화재확산이 빠른 분기구 및 교차부와 같은 곳에

방재구획이 부실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 외 각 공동구의 도면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통합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동구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잦은 신.증설 공사

로 인한 공동구 및 케이블 Tray 수용능력이 포화 상태이고, 공사 후 마무리 작업 미흡, 일정 규모 이상 공동구의 방화벽 설치

전무함과 케이블 전체의 난연화 미흡함, 공동구 건물내부 수지관통부외 방화구획 관리 불량함 등을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케이블의 난연화, 불연화 불연 및 난연 케이블의 채용, 기존 케이블의 방화 조치, 케이블의 관통부의

방화조치, 구획 관통부의 방화조치, 공동구 Duct내의 격벽 설치 등을 말 할 수 있다.

3. 지하공동구의 주요 사고사례

Table 2. Domestic fire case of common utility tunnel
(4,5,6)

Division Date Cause

Seoul dong daemun common utility

fire
1994.03.10

Moved around communication lines due to fire

ignition distributor of automatic drain pump

South daegu telegraph telephone &

communications company Common

utility fire

1994.11.18
Electrical short circuit caused by electrical works in

the common utility fire

Anyang city gwanak apartment

common utility fire
1994.12.19

Negligence caused by oxygen welding

Pyeongtaek goldstar company

common utility fire
1993.06.02 Electrical short circuit caused by lightning

Seoul yeouido common utility fire 2000. 2. 18 Fire caused by combustible cables

Table 3. Overseas fire case of common utility tunnel
(4,5,6)

Division Date Cause

Common utility fire in Japan ilbi

street
1974.02.14

Ignition cable coating part due to connected part

overheating

Incoming communication utility

fire in Japan Cedar
1984.11.16

After using a fire torch lighter as the telephone

line is burned by the latent heat

Manhattan US telephone company

fire
1975.02.27.

Ignited by contact heating at communication

utility underground cable communication utility

New york brooklyn US telephone

office fire
1987.02.18

Ignited by a short circuit in the central office

telecom equipment

Illinois hinseudel US　central office　

fire
1988.05.08

Clearing house fire in the central office ground

floor ceiling to a short circuit.

US　L.A.　pacific bell　switching

center　fire
1994.03.15

Fire in battery explosion due to the central office

rectifier mal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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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amage facilities status & the fire cause of cable in the United States
(7,8)

Year Source

The number of fires caused (%)

Self-ignition cables Ignition of cabling equipment
Welding, ignition of tasks

such as melting

Others

(Including unexplained)

1990 NFPA 9(38%) 7(29%) 4(16.5%) 416.5%)

2000 IEEE 3(8%) 27(75%) 4(11%) 2(6%)

2010 FM 120(58%) 25(12%) 62(30%)

Total 166(62%) 33(12%) 68(26%)

Table 2는 국내 공동구 화재사례를 나타낸 것으로서 주요원인으로는 전기공사로 인한 합선 및 가연성케이블에 의한 열화접촉

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Table 3은 해외 공동구 화재사례로서 화재발생 주요원인으로는 케이

블 접속부 과열, 토치 라이터사용 후잠열에 의해 전화선이 연소, 산소용접 부주의, 정류기오작동에 의한 축전지폭발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Table 4는 미국 케이블 화재원인 및 피해시설 현황으로서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원인별 통계분석으로 케이블 자체발화는 9건(38%), 케이블 연결기기의 발화는 7건(29%), 용접, 용단 등의 작업 중

발화는 4건(16.5%), 기타(원인 불명)은 4건16.5%)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통

계는 케이블 연결기기의 발화가 27건(75%)로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FM(Factory Mutual)통계는 케이블 자체발화

및 케이블 연결기기의 발화가 총 120건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4. 공동구 실물 화재 실험(9,10,11) 

4.1 실험 Type 분류

Table 5와같이실험은크게 4가지로구분하여실시하였으며, Table 6은실험을위한각각의타입별세부내용을나타낸것으로 Type

Ⅱ는 소방설비를 갖추고 난방관은 내화피복으로 그 외송․배전케이블, 통신케이블은 기존의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 하였다.

Table 5. Each type of experiment specific information for experiment

Divisi

on

Fire

facility

Transmission,

Distribution

Cable

Communicati

on Cable

Heating

Tube
Contents

Type

Ⅰ
None

Existing

methods

Existing

methods

Existing

methods

-Observed fire properties after Combustion　 the　

receiving　object under conditions　there is no　vent.　

-It also　measures the　temperature　of　the room　until

the　combustion　all receiving　object

Type

Ⅱ

Detectors,

Doors,

Spray

equipment

connection,

Ventilator

Existing

methods

Existing

methods

Fire-resist

ant

coating

-Observe the fire properties change by operating the exhaust

fan in the forced ventilation at the same time as the fire

-Check the to accurately that indicates the location the

reception board location of the fire source to reach the

operating temperature of line type fixed temperature detector

-Check the fire prevention performance of special fire

door in the state fire prevention compartment

-Check the fire performance while applying a

non-combustible material in the shell of the heat pipe.

-Confirmed the fire performance operation connected

spray equipment. reaches the maximum temperature

the room temperature after the sensor is operation .

Type

Ⅲ
None

Fire-resistant

paintis applied

at regular

intervals

Existing

methods

Fire-resist

ant

coating

-Combustion confirms the flame retardant performance

and then retardant treatment definitive length of

combustible cable used in the existing common utility

Type

Ⅳ
None

Full fire proof

paint coating

Full fire proof

paint coating
None

-Retardant performance check after combustion in a

state-retardant paint coating for full combustible c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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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물화재실험을 위한 소방설비 및 측정 장치(9) 

(1) 구조체 본체

Table 6. Specifications of the structure body

Division Dimensions

Structure size 2m × 2m

Structure Length 30m

Structure thickness 18cm

Opening position 14.4m

Opening size 1.32m × 1.3m

본 실험에 사용된 공동구 구조체는 P.C.(Precast Concrete) Box로 공동구를 실제 설계하여 제작한 모형으로 그 세부사항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2)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기존의 지하공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로서 전선모양의 외관으로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가용절

연물이 녹아 전류를 흘러 정확한 화원의 위치를 수신반에 보내는 감지기이다. 본 실험에서는 감지기가 화원의 위치를 정확히

거리로 나타내어 수신반에 표시하는지를 검증하며 그 세부 내용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Installation content of line type fixed temperature detector

Division Details Contents

Installation length ∙A straight line distance 10m

Operating

Temperature
∙Each installation 70 ℃, 90 ℃

Installation

Location

(length signs)

∙ Installed at transmission, distribution cable tray ceiling on top(104～114m)

∙Installed at communication cable tray ceiling on top(120～130m)

∙Installed at distribution cable tray ceiling on top(140～150m)

Installation Method ∙Installed in a zigzag mode ⇒ Increase of the detection area

(3) 방화문

Table 8. Fire door installation details

Division Details Contents

Installation Location ∙18m

Specifications ∙ Specials fire door (Normally closed)

thickness ∙2mm Iron plate

Penetrations

∙Finished with fire proof board

∙The gap between the cable and fire proof board is filled with

refractory filler (refractory putty)

방화문은 화재시 인접지역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 시간동안 화기를 차단하기 위해 방화구획선상 또는 방화벽

의 개구부나 방화지구 내의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본 실험에서는 구조체 내부 연소시 방화문 인접지역으

로 화염의 전파 여부를 검증하며, 그에 대한 세부내용은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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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살수설비

Table 9. Installation information of connect spray equipment

Division Details Contents

Head diameter ∙15mm(Bottom-up, open head, the side walls form an open head)

Installation location

(No. of)

∙0.3m separated by a fire door : Install the bottom-up head(1EA)

∙1.35m apart from the bottom-up head : Install the right and left

side walls heads(2EA)

∙2.7m apart from the sidewall-shaped head : Install the right and

left side walls heads(2EA)

∙1.35m apart from the sidewall-shaped head : Install the

bottom-up head(1EA)

Heat draft curtain ∙12m

Water supply diameter ∙65mm Twin hole type

Water supply tube ∙Installed outside the opening

본 실험에서는 살수지역의 사각(死角)지역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헤드와 측벽형 헤드를 같이 설치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Table 9와 같다.

(5) 환기설비

설치된 지하공동구의 환기설비는 자연환기방식으로 환기구 크기 및 설치 간격에 대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환기설비 방식 및 그 설치기준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그 세부내용을 Table 10과 같다.

Table 10. Ventilation equipment installation information

Division Details Contents

Ventilation system

∙Half machine exhaust system

- Inspiration : Natural ventilation(Opening)

- Exhaust : Forced ventilation(ventilation fan)

Diameter(D) ∙860mm

Installation

Location(fan)
∙2.7m, 28.7m(each 1EA, total 2EA installation)

Volume ∙270㎥/min = 4.5㎥/s

(6)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및 난방관

Table 11. Installation Contents of power cables, communication cables, and heating tube

Division Details Contents

length ∙Each 30m

Cable

∙Transmission cable : 154kV 8 lines

∙Distribution cable : 22.9kV 8 lines

∙Communication cable : 8 Strand 16 lines

Heating tube ∙Diameter(D) : 500mm

Tray
∙Count : 5EA(5 tray)

∙Installation Interval : 0.2m

본 실험에 사용된 전력케이블(POLYETHYLENE), 통신케이블(POLYETHYLENE) 및 난방관에 대한 세부 사항은 Table 11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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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도계측기

Table 12. Channel position of data shuttle.

Division CH1 CH2 CH3 CH4 CH5 CH6 CH7 CH8 CH9 CH10

Length 5m 5m 7m 7m 9m 9m 21m 21m 23m 23m

High 1.5m 1m 1.5m 1m 1.5m 1m 1.5m 1m 1.5m 1m

본 실험에서 화재발생시의 구조체 내부의 온도분포를 관측하기 위한 K타입의 열전대(Thermocouples)의 설치사항은 Table

12에 나타내었다.

4.3 실물 화재 실험 결과 

(1) Type Ⅰ

Table 13. Temperature distribution (Type Ⅰ)

Time CH1 CH2 CH3 CH4 CH5 CH6 CH7 CH8 CH9 CH10

18:03:58 214.7 107.9 267.6 130.3 813.8 845.9 201.6 60.8 2.7 73.4

18:04:08 216.3 108.8 274.4 131.9 808.5 852.1 204.9 61 2.7 74

18:04:18 221.8 109.8 281.4 133.7 777.2 868.5 208.2 61.1 2.6 74.7

18:04:28 223.7 111 287.9 135.9 793 889.6 210.7 61.5 2.7 75.6

18:04:38 226.9 112 294.7 137.6 788.1 900.9 211.7 61.6 2.7 76.3

18:04:48 230.2 112.9 301.1 139.5 791.9 905.3 214.6 61.9 2.7 77.2

18:04:58 235.2 113.9 309 141.9 760.1 905.6 217.7 62.2 2.8 78.1

18:05:08 238.9 114.9 317.2 144.3 738.6 901.1 219.8 62.4 2.7 78.9

온도 분포로서 Table 13 에서 보면 화재발생 후 약 50분 후에 CH6은 900℃로 측정되었다. 다른 열전대들 역시 대체적으로

온도 값이 높게 나타났다. CH5는 발화지점에 위치한 열전대이므로 초기온도가 상승하다가 다소 떨어진 후에 다시 상승하는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연소 시간은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내부 수용물은 모두 전소되었다.

(2) Type Ⅱ

Table 14. Temperature distribution (Type Ⅱ)

Time CH1 CH2 CH3 CH4 CH5 CH6 CH7 CH8 CH9 CH10

14:36:50 215 69.3 305.9 79.6 923.6 589.3 17.1 16.4 16.9 16

14:37:00 224 73.2 323.8 85.7 926.6 627.2 17.1 16.4 16.9 16

14:37:10 230 76.5 338.4 89.1 923.8 692.6 17.1 16.4 16.9 16

14:37:20 238 78.8 356.9 94.5 932.4 722.8 17 16.4 16.9 16

14:37:30 246.5 80.8 370.6 99.6 917.4 726.7 17.1 16.5 17 16

14:37:40 250.3 83 383.4 103.1 913.9 734.1 17.3 16.6 17 16

14:37:50 254.2 85.3 397 106.8 913.2 765.4 17.3 16.6 17 16.1

14:38:00 255.3 87.8 407.5 110.9 908.5 753.1 17.5 16.6 1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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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는 일정간격으로 내화 도포한 송․배전케이블 및 통신케이블을 구조체 내부에 설치하여 연소시킨 후의 온도

분포이다.

온도분포를 살펴보면, 화재발생 후 온도분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7분 후엔 CH5의 최고 온도가 932℃까지 상승하였

다. CH1과 CH2는 발화원과 가장 멀리 위치한 열전대이므로 다른 열전대에 비해 그 온도의 변화 값들이 거의 없었다. CH3과

CH4는 실내의 중앙에 설치한 열전대로 최고 온도가 각각 471℃, 336℃로 나타났다. CH5의 경우는 발화원과 가장 근접하여

설치된 상층부 열전대이므로 그 온도의 변화가 가장 크다. 그리고 CH6 역시 근접하게 설치된 하층부의 온도를 나타내므로

그 최고 온도가 765℃로 나타났다. CH7∼CH10까지는 방화문 뒷면의 실내온도로 온도의 변화가 거의 일정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방화문 뒷면으로 화염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살수설비를 가동시킨 후 실내의 온도가

계속 떨어져 14분 4초일 때 CH5의 온도가 약 51℃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화재 진압후 실내의 온도 모두 100℃ 내외로 여전히

고온의 상태를 보였다. Type Ⅰ에 비해 Type Ⅱ의 최고 온도 도달시간이 빠른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것은 Type Ⅱ의 실험조

건이 자연환기구와 강제환기구가 모두 가동되는 상태에서 연소되었기 때문에 화재연소속도가 더 빨리 진행되었다. 난방관은

무독성, 무기질의 불연재료(Glass-Fiber)를 사용하여 외피를 마감하였는데 진압 후(약 30분)에 확인한 결과 도포한 외피의 형

태변화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실제 공동구에 시공시에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Type Ⅲ

Table 15는 일정간격으로 내화 도포한 송․배전케이블 및 통신케이블을 구조체 내부에 설치하여 연소시킨 후의 온도 분포

이다. 살펴보면, 화재발생 후 약 10분 후에 CH9가 최고 온도인 937℃에 CH10은 872℃로 측정되었다. 그 밖의 CH8, CH9도

높은 값을 나타냈다. Type Ⅰ, Type Ⅱ의 실험에서 측정된 온도분포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므로 일정구간 내화도포 하는

것은 연소지연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화문 이웃의 온도분포를 나타내는 열전대인 CH1∼CH6은 온도변화 없이 초기

값들을 계속 유지하였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방화문 인접으로 화염이 전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Table 15. Temperature distribution (Type Ⅲ)

Time CH1 CH2 CH3 CH4 CH5 CH6 CH7 CH8 CH9 CH10

15:35:00 27 22.1 34.5 26.6 40.7 26.5 491 403.4 872.4 527.6

15:35:10 27.1 21.6 34.3 26.3 40.8 26.1 479.6 395.8 904.2 627.9

15:35:20 27 21.7 34.3 26.4 40.9 25.9 469.4 388.3 914.9 675.7

15:35:30 27.3 21.7 34.8 26.4 40.6 26.3 460.9 381.8 918.9 765.3

15:35:40 27.1 21.6 34.4 26.3 40.6 25.8 450.5 375.7 928.2 834

15:35:50 27.3 21.7 34.5 26.2 40.6 25.7 441.7 370.1 937.1 872.4

15:36:00 27.6 21.9 34.6 26.3 40.5 26.3 434.1 365.2 920.2 824.5

15:36:10 27.3 22 34.9 26.5 40.8 26.1 426.5 359.8 912.5 782.7

(4) Type Ⅳ

난연케이블 착화실험에서 착화 후 20분간 가열 후 자가소진 되었으므로 화재지연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실제 공동구 설치시에 일정구간 연소방지재로 도장하는 것이 아닌 전 구간에 도장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단, 실험에 사용한

난연재는 FS-041(케이블 연소방지재의 시험방법, 방재시험연구소 시험기준)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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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물 화재 실험 결과 고찰

Division Fire Fighting Equipment
Transmission,

Distribution Cable
Communication Cable Heating Tube

Type Ⅰ
None Existing methods Existing methods Existing methods

▪The maximum temperature : 900℃

Type Ⅱ

Detectors, fire doors,

connections spray

equipment

Existing methods Existing methods Fire-resistant coating

▪The maximum temperature : 932℃, ▪Sensor location-aware verification : 115m,

▪Confirmation fire resistance of the filler and fire doors : Fire doors are normally closed mode is stable.

▪Connect spray equipment performance verification, ▪Heating pipes refractory coating performance

verification : Approximately 30 minutes

Type Ⅲ

None

Fire-resistant paint is

applied at regular

intervals

Existing methods Fire-resistant coating

▪The maximum temperature : 937℃, ▪Fire-resistant paint coating at a predetermined in ternal is being

turned out that there is nofire retardant effect.

Type Ⅳ
None

Full fire proof paint

coating

Full fire proof paint

coating
None

▪Total fire proof paint coating material that s fire retardant effect for about 20 minutes.

Table 16. Summary of experimental results analysis

Fig. 2. Temperature

distribution. (Type Ⅰ)

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Type Ⅱ)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Type Ⅲ)

Type Ⅰ∼Type Ⅳ까지의 실험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16과 같으며, Fig 2, 3, 4은 각 Type에 대한 실제

온도분포 결과이다.

5. 공동구 화재시뮬레이션
(10,11) 

5.1 지하공동구의 화재 시나리오 조건

본 연구에서는 소방 설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의 Type 1과 Type 2의 화재 성상, 실내온도, 열방출량, 가스농도

등을 보고자 한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뮬레이션 도구는 ZONE model인 FAST(ver. 3.1.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화재조건에

대해 화재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Table 17은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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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Fire simulation input conditions

Division Details Contents

Structural materials ▪Concrete structures(thickness : 180mm)

Structure size ▪2m×2m×18m(Length is the distance to the fire door in the structure)

Opening part ▪1.32m×1.3m

Ventilation fan
▪Diameter(D) : 860mm

▪Volume : 270㎥/min

Fire loads

▪Transmission cable(154kV) : 8 lines

▪Distribution cable(22.9kV) : 8lines

▪Communication cable : 16lines

Firecauses ▪Fire caused by the short-circuit cable

Fire source high ▪0.3m from the top floor

Fire source speed ▪Fast fire

5.2 시뮬레이션 결과

(1) 실내온도

Type Ⅱ의 경우에 화재발생 후 온도가 계속 상승 약 380초에 최고 온도인 932℃를 나타내며 그 이후부터 온도가 떨어져

실내온도가 514℃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화재성상을 분석할 때 약 600℃를 전실화재(Flashover)로 규정하는데, 전

실화재란 실내에 있는 모든 가연물질이 분해되어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게 됨으로서 실내 전체가 전소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380초일 때 실내 온도가 932℃를 나타냄으로 실내전체가 전소하였음을 나타낸다. 932℃이후부터 온도가 하강하여 51

4℃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데 이것은 환기팬이 기동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실내의 온도가 화재발생 후 약 6분까

지 급상승함으로 실제 화재발생시 지하공동구 내로 직접 소방 활동을 위해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열방출률

Fig. 5에서 보면, 화재발생 후 열방출률이 계속 증가하여 약 380초일 때 최고 6039kW까지 방출한다. 그 후부터 3175kW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열방출률은 온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의 상승곡선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연기층의 높이

연기층의 높이는 화재발생 후 실내에 축적되는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건물높이를 기준으로 할 때 상승부에서 하층부로 내려오

는 그래프로 나타낸다. 공동구 구조체의 높이가 2m이므로 천장에서부터 바닥으로 연기가 차 내려오는 형상을 나타낸다.

(4) 가스농도

6039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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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eat release rate

according to time.

Fig. 6. Change of smoke layer

according to time.

Fig. 7. Concentration change of

O2, CO, CO2 according t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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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에서 보면, 화재발생 후 연기층이 계속 하강하여 약 110초에서 1m의 높이까지 분포한다. 110초 이후부터일정한 값을 유지하

다가 210초 후에 약간 줄어든후 다시증가하여 약 380초 이후부터는 0.9m의 값을 유지한다. 연기층역시 다른온도 분포나 열방출량

과 같이 환기설비에 영향을받기때문에 연기분포가 일정하게증가하는그래프가 아닌부분적인 구간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7은 시간에 따른산소(O2),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의 분포를 나타낸다. 산소(O2)는 20.9%에서 화재발생 후 계속 감소

하여 230초 후에는 0%로 산소가 완전히 소진되었다. 이산화탄소(CO2)는 0%에서 계속 증가하여 230초에 약 17%로 측정되었다. 그

후 약 60초 동안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감소한 후 270초 후부터 12%로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일산화탄소(CO)는 화재발생 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30초에 급상승하여 5.1%의 값을 나타낸 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5. 결 론

본 논문은 지하공동구 화재시 화재성능을 일아 보고, 실험에 사용된 방재설비상의 설비들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을 평가하였

다. 그 결과 화재발생시 일정구간 내화도료로 도장한 송․배전케이블은 화재발생시 내화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연

재료로 도포한 난방관의 경우는 화재 발생 후 약 30분간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화문은 케이블 관통부

를 내화충진재로 충진한 후 실험한 결과 화염의 전파가 방화문 이후로 전혀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살수설비는

공동구 내부에 측벽형헤드 및 개방형헤드를 사용하여 살수의 사각지역을 없앰으로서 살수성능을 강화시킨 결과 화재의 진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화재발생시 내부온도가 고온으로 실제 소방대원이 투입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방화구획 내에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포기함으로서 화재의 계속적인 진행을 막을 수 있다. 화재시

뮬레에션 결과는 최고 온도는 약 6분 후에 943℃, 최고 열방출률은 6039kW, 최저 연기층의 높이는 대략 1.1m로 측정되었다.

각각의 가스농도의 최저치는 산소 0%, 이산화탄소 17%, 일산화탄소 5%로 나타났다. 실제 공동구 화재안전성능실험의 방법

중 Type Ⅱ와 비교 분석한 결과 최고 온도는 약 7분경에 932℃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얻은 값인 943℃

(6분 후)과 거의 일치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값과 실험을 통해 얻은 값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열방출률, 연기층의

높이 및 가스농도 등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실험을 하지 않고 지하공동구의 화재하중만으로 대략적인의 실내온도,

열방출률, 연기층의 높이 및 가스농도 등을 예측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국내 지하공동구 화재사고에 대한 실험자

료 및 매년 지속적으로 화재사례들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보완 개정을 하면 국내 지하공동구 화재사고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하공동구의 신설 및 유지 관리 보수에 이론적 토대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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