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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아파트의 적용성을 고려한 주소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계 

및 검증*

Design and Verification of Addressable Automatic Fire Detection System 

for Existing Apartments

안현성**

Hyunsung An**

Abstract

Non-fire activated fire alarms caused by such actions as cigarette smoke, cooking, and high humidity are fire 

safety risk factors. In such instances, it is important to quickly locate and replace the actuated detector. 

However, it is difficult to locate those detectors because most do not have an address function. While new 

apartments can incorporate addressable fire alarm detectors, in existing apartments there are limitations in 

converting over to addressable detectors due to cost and power line issues. This study developed an efficient 

address function for fire alarms in existing apartments. The newly developed system consists of the existing 

receiver, and a proposed addressable repeater and detector. Utilizing an experimental setup,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ddress monitoring system was confirmed to be stable and compatible with the receiver and 

existing detectors. 

Keywords : Existing Apartment, Automatic Fire Detection System, Addressable Detector, Addressable Repeater 

1. 서 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

신기, 경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설

치된다(소방청, 2019.01.24; 소방청, 2022.05.09; 소

방청, 2022.08.31). 이 중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고 

수신기로 화재 정보를 전달하여 인명을 대피시키는 

가장 중요한 소방용품 중 하나이다. 공동주택에 적

용되는 감지기는 화재의 대표적인 현상인 열 또는 

연기의 정보를 통해 화재를 판단하게 되지만 화재 

이외에도 열과 연기가 발생할 수 있어 화재가 아님

에도 화재로 인식(비화재경보)하거나 감지기 노후

화 등에 의해서 감지기가 동작하여 잘못된 화재경보

가 발생될 수 있다(민병건, 2018; 서병근･남상규, 

2016; 이종화 외, 2011; 오규호, 2015; 황의홍 외, 

2020; Festag and Rutimann, 2017). 

특히, 2015년에 공동주택의 거실과 방에 광전식 

연기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비화재보가 급격

하게 증가하였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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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화재 경보 시에는 현장 확인 및 시스템의 복구

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화재경보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으며, 거주자가 화재경보를 신뢰할 수 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비화재보 발생 시 감지기의 

위치를 특정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확보하

기 위한 방안은 주소 기능을 갖는 감지기를 적용하면 

된다(김종태 외, 2010; 안현성, 2021; 이춘하, 2012; 

이춘하, 2014). 대표적으로는 아날로그감지기가 해

당되며, 주소기능 뿐만 아니라 감지기의 경보레벨을 

조절할 수 있다. 이에 국내외 주로 대형 산업시설물, 

초고층 건축물 등에 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LH공사에서는 비화재보 저감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날로그감지기를 2017년 8월 

이후부터 공동주택 설계에 전면 적용하고 있다(한

국토지주택공사, 2020). 

2017년 이전 설계된 건축물은 주소기능이 없는 

일반 감지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비화재보 시 

경보가 발생한 감지기를 특정할 수 없어 신속한 대

응에 한계가 있다. 특히, LH의 임대아파트의 구조는 

상당수가 복도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약3세대에

서 10세대의 모든 감지기가 하나의 회선으로 구성된

다. 이는 비화재보 발생 시에 계단 및 복도의 공용부

를 시작으로 동일 회선의 세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

여 경보가 발생된 감지기를 찾아야 된다. 하지만 세

대의 부재로 인해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며, 이

는 반복적인 경보의 발생으로 감지기의 신뢰성 저하, 

거주자의 불편, 관리자가의 피로도 증가 등의 문제

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감지기를 대체

할 주소기능 갖는 맞춤형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수

신기, 감지기 등의 교체비용을 최소로 하며, 기존 선

로를 활용하기 위해 통신 기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

여 주소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개발에서는 기존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하

여 설비 교체를 최소화하고 기존 선로 활용하여 주

소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제안된 방법을 설계와 제작, 성능 검증과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2. 기존아파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주소기능 
확보

2.1 주소형 시스템 설계 방안

일반감지기는 감지기의 노후화, 연기감지기의 의

무설치, 주소 기능의 부재, 감지기 작동 시 동일 회선

의 감지기 작동 불가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고도화 된 시스템이 요구된다. 즉, 주소형 시스템을 

적용하여 비화재보 시 신속한 조치에 필요한 감지기

의 주소 기능 확보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소형 시

스템은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일반감지기/중계

기 대신 주소형감지기/주소형 중계기가 연계되어 

주소기능을 갖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미한다.

일반감지기는 경보 발생 시에 감지기의 작동 정보

는 중계기를 통해 수신기로 전달하게 되고 수신기에

서 중계기의 위치와 회선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자가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순차적으로 작동 된 감지기를 찾아 조치하게 된다. 

주소 기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은 신축에 적용 

중인 아날로그감지기로 교체하면 되나 기존아파트

에 적용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 선로의 교체 등의 문

제가 수반된다. 일반감지기 기반의 시스템을 개선시

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소기능의 확보 ② 교체 비용의 최소화

③ 교체 설비의 최소화 ④ 기존 선로의 이용

⑤ 시스템 교체 중 화재감지 공백 발생 금지

⑥ 감지기 여분 미확보 시 대체품 설치 가능

⑦ 감지기 동작 후 조치 시 타 감지기 기능 유지

시스템의 교체 과정 이외에도 감지기 유지보수 측

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며,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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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ed Concept for Addressable System

Fig. 2. Existing Response Process in Case of Non-Fire 

Alarm

Fig. 3. Proposed Response Process in Case of Non-Fire 

Alarm

해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① 선로 : 기존 선로의 사용

② 수신기 : 기존 수신기의 사용

③ 중계기

   - 수신기-중계기 간 통신 프로토콜 변경 불필요

   - 주소 모니터링용 FND 탑재

   - 중계기 – 감지기 간 통신기능 탑재

④ 감지기 

   - 중계기와의 통신 기능 탑재

   - 주소설정 기능 탑재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중계기 출력부터 수신기

는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고 주소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중계기 입력부와 감지기에 대해서는 통신기능

과 주소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로 설계해야 한다.

2.2 기존아파트 맞춤형 주소형 시스템의 제안

Fig. 1은 기존아파트에 주소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된 방안을 보여주는 구성이다. 중계기와 감지기 

간의 통신 기능을 구현하여 감지기 작동 시 중계기

로 정보를 전달하고 중계기에서는 감지기의 번호를 

표시한다. 비화재보 시에는 관리자가 현장 방문이 

원칙이므로 수신기에서는 중계기를 확인하고 중계

기에서 감지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Fig. 2는 비화재보 시 기존 일반감지기의 조

치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Fig. 3은 제안된 방법에 의

해 개선된 시퀀스를 보여준다. 중계기에서 감지기 

번호를 확인 할 수 있어 기존에 공용부(계단, 복도, 

E/V홀 등)와 세대 내를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된 방법은 수신기에서 

직접적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세대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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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sign Structure of Addressable Smoke Detector

Fig. 5. Design Structure of Addressable Heat  Detector

차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 비화재보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개발이 필요한 장치

는 다음과 같다. 

- 중계기 : 감지기와의 통신 및 주소 표기가 가능한 

주소형 중계기

- 감지기 : 감지기 번호 설정과 중계기와의 통신이 

가능한 주소형 감지기

이러한 기존아파트를 위한 주소기능 확보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위

한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다. 통신기능이 포함된 감

지기는 제조사 별로 상이한 통신 프로토콜로 인해 

수신기와 동일한 제조사의 것을 쓰게 된다. 이에 여

분의 감지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감지기 설치 시에도 화재감지가 가능하도록 하

였다. 또한, 회선 내 1개의 감지기가 작동 된 이후에

도 다른 감지기가 작동 될 수 있도록 전원단락에 

FET(Field Effective Transistor)를 적용하였으며, 

중계기의 복구 신호에 따라서 FET가 꺼지게 된다. 

 

2.3 제안된 주소형 시스템의 현장구축 방안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신기와 선로를 그대로 사용하기에 현장 적용이 쉽

게 가능하다. 중계기와 감지기만을 교체하게 되고 

중계기는 개발된 감지기 이외에 일반 감지기와 호환

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 교체 중 화재감지 공백

이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감지기 교체 작업 중 세대 

부재에 따라 감지기 교체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화재

경보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현장 적용 시에는 중계기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중계기-수신기의 간의 통신 상태 등을 확인 한 후에 

감지기를 교체 하게 된다. 시스템의 현장 적용과 유

지관리 측면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다.

∎장점

 ① 선로와 수신기 교체가 없어 공사기간과 교체 

비용의 절감

 ② 교체 작업 중 화재경보 기능 상시 유지

 ③ 일반감지기와의 호환으로 유지관리 용이

 ④ 오작동(비화재보) 시 신속한 대응 가능

 ⑤ 감지기 오작동 시 동일 회선 내 다른 감지기의 

기능 유지

∎단점

 ① 주소기능을 갖는 다른 제조사의 감지기 설치 

불가

 ② 일반감지기 대비 감지기 유지비용 증가

3. 주소형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3.1 주소형 감지기 및 중계기 설계

기존아파트에 적용성을 고려한 주소형 시스템의 

요소장치는 감지기의 기본 동작원리는 기존과 동일

하게 설계하며, 중계기와 감지기는 통신 기능을 탑

재하여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1.1 주소형 감지기

감지기는 정온식 열감지기와 광전식 연기감지기를 

대상으로 설계하였으며, 두 감지기 모두 일반감지기

와 하드웨어 설계는 유사하다. Fig. 4, Fig. 5의 주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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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figuration of Addressable Detector

Table 1. Communication Configuration of Detector 

(Detector Number : 50)

STX Address Data 8 bit ETX

Start 0 0　 1　 1 0 0 1 0 End

Fig. 7. Design Structure of Addressable Repeater

Fig. 8. Configuration of Addressable Repeater

감지기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계기와 통신을 위한 

통신부분과 주소 설정부분이 추가되었다. Fig. 6은 설

계된 주소형 감지기의 회로를 보여주며, 정온식 열감

지기와 광전식 연기감지기를 통합하여 설계하였다.

통신방식은 감지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력

선(PLC) 통신으로 통신 프로토콜 1패킷은 Table 1

과 같이 시작과 종료를 포함하여 총 10bit 로 구성되

고 이중 주소 설정은 8bit로 이루어진다.

0과 1의 2진수 조합을 통해 감지기 번호를 설정하

게 되며, 중계기의 요청에 따라 해당 주소를 보내게 

된다. 주소 전송 후 중계기에서 감지기로 수신완료 

신호를 보내면 감지기는 복구된다.

감지기 복구는 감지기 보수 중 발생되는 다른위치

의 감지기 화재감지 기능을 최소한으로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감지기에는 

작동 시 전원 단락에 싸이리스터 대신에 FET(Field 

Effective Transistor)를 적용하였다. 일반감지기는 

작동되고 복구 이전에는 전원이 단락되어 있어 동일 

회선에 있는 감지기는 동작을 할 수 없다. 이에 비화

재보 발생 후에도 조치 중 최소한의 감지 상태를 유

지하기 위해서 신호에 의해서 제어가 가능한 FET를 

적용하였다. FET를 OFF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신호

는 중계기에서 감지기 주소를 수신 후 리셋 신호를 

보내게 된다. FET의 적용은 선택적 사항이며, 싸이

리스터로 기존 일반감지기와 동일한 형태로도 구현

이 가능하다. 

3.1.2 주소형 중계기

중계기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중계

기들과 동일하게 4×4의 입출력회로를 가지고 있으

며, 추가된 부분은 감지기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수

신하고 처리하는 통신부분과 주소를 표기할 수 있는 

FND 부분이다. 그 이외에는 기존의 중계기 기능과 

동일하다. FND는 두 개가 구성되는데 하나는 중계

기의 번호가 뜨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기능인 주소

의 표기이다. 주소 정보는 회로 번호와 감지기 번호

를 표시하게 되어 세 자리로 구성된다. 

Fig. 7은 제안된 주소형 중계기의 구조를 보여주

며, 감지기의 동작을 감지하고 주소를 수신하는 회

로와 FND 주소표시부가 별도로 추가되었다. 그 외

의 구성은 기존 중계기와 동일하다. 세부적인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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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munication Control Sequence between 

Repeater and Detector

Fig. 10. Verification of Communication Sequence

Fig. 11. Confirmation of Transmission/Receive between 

Repeater and Detector Fig. 12. PCB Design and Manufacturing of Detector

기의 설계 구성은 Fig. 8을 통해 볼 수 있다. 

기본 통신 시퀀스는 Fig. 9와 같이 최소한으로 구

성된다. 중계기에서 감지기 작동 여부가 판별되면 

중계기에서 감지기에 감지기번호를 요청하고 판별

하여 FND에 표시하게 된다. 그리고 중계기에서는 

감지기에 복구 신호를 보내게 되어 동일 회선의 다

른 감지기가 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실제 화재 상황의 경우, 감지기 복구 이후에 반

복적으로 감지기의 접점이 붙게 되고 유지되어 다른 

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는다.

중계기와 감지기 간의 제안된 통신기능은 설계 과

정에서 Fig. 10과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지기와 중

계기의 주소 송･수신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시제품 

제작 이전에 1차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Fig. 11과 

같이 동작 상태를 확인하였다. 

3.2 주소형 감지기 및 중계기 제작

감지기 및 중계기 설계 과정에서 기본 기능을 확인 

후에 PCB 설계 및 제작을 수행하였으며, PCB 설계는 

Pad2007를 통해 진행하였다.

3.2.1 감지기

감지기는 정온식, 광전식 모두 제작하였으며, 하

나의 PCB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12는 부품이 실장된 PCB와 케이스 조립이 완료

된 감지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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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rototype of Proposed Addressable System

3.2.2 중계기

기존의 상용화된 중계기와 동일한 규격에 따라 제

작되었으며, Fig. 13을 통해 제안된 설계안에 따라서 

제작된 PCB회로와 완성된 중계기를 볼 수 있다. 제

안된 설계와 같이 주소 표시를 위한 FND가 중계기 

하단에 위치하였다.

 

 

Fig. 13. PCB Design and Manufacturing of Repeater

4. 주소형 시스템 성능 검증

4.1 주소형감지기 시스템 시제품

Fig. 14의 시제품은 공동주택의 자동화재탐지설

비와 동일하게 수신기-중계기-감지기로 구성되었으

며, 수신기 1대, 중계기 1대, 감지기 80개로 이루어

졌다. 감지기는 정온식 감지기 40개, 광전식 감지기 

40개로 총 3회선으로 구성하였다. 

1
st

 회선 : 정온식 20개 + 광전식 20개

2
nd

 회선 : 광전식 20개

3
rd

 회선 : 정온식 20개

수신기는 기존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나 시

스템 개발에 있어 성능 검증을 위하여 시제품의 수

신기에도 주소 정보가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수정

하였다. 현장 적용 시에는 기존의 수신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4.2 성능검증

성능검증의 주요 목적은 아래 검증 조건에 맞춰 감

지기 작동에 따른 회선 및 감지기 번호가 중계기에 

안정적으로 표시되는지와 수신기에 감지기 동작 시 

발생되는 기본 신호가 안정적으로 수신되는지를 확

인하는 것이다. 감지기 화재신호는 화재감지기 시험

용 연기스프레이(광전식)와 히팅건(정온식)을 통해 

발생시켰다. 모든 검증과정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본 성능이 만족되어야 함으로 감지기 작동 여부 

확인, 중계기 주소 표기 여부, 수신기 화재 신호 수신 

여부, 단선여부, 시스템 복구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

인하여 제안된 시스템을 검증하였다. 

① 기본 성능 검증 

  - 감지기 작동, 중계기 주소표기, 수신기 경보

  - 선로 : 비닐절연전선(HIV), TPS 통신케이블

  - 길이 : 10m 이내, 300m, 9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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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Basic Performance Verification of Addressable 

System (2nd Circuit, 208)

Fig. 16. Basic Performance Verification of Addressable 

System (3rd Circuit, 319) Fig. 17. System Operation in Open Circuit of Detector

② 화재 경보 외 신호 검증 : 단선 경보 확인

③ 일반감지기 호환성 검증 : 화재경보 신호

4.2.1 기본 성능

기본성능은 본 개발의 주요 목표인 중계기에서의 

주소 표기 기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시제품의 모든 감지기(3회로 80개)를 대상으로 이

루어졌다. 선로는 일반감지기에 사용되는 HIV과 아

날로그감지기에 사용되는 통신전용케이블로 확인

하였다. 설계 과정에서 통신 프로토콜의 동작은 확

인하였기에 본 검증과정은 감지기를 동작시키고 중

계기에서의 감지기 번호 표기 상태, 수신기에서의 

화재경보신호 수신 상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Fig. 15와 Fig. 16은 회로2와 회로3에서의 동작을 

보여주며, 감지기 동작(LED 점등)에 따라서 중계기 

FND에 감지기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다. Fig. 15는 2

번 회선의 8번 감지기를 의미한다. 감지기의 신호는 

최종적으로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표기하게 되어 중

계기번호와 회선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검증은 제

작된 감지기 80개에 대해서 모두 반복적으로 진행하

였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검증과정은 선로의 길이를 

달리하여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단지별로 상

이한 중계기-감지기 간 최대거리를 고려하여 산정되

었다. 또한, FET의 적용에 따라 감지기의 동작 후 다

른 감지기가 추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기본 

성능 검증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4.2.2 단선경보

수신기에서의 단선신호는 대표적인 감지기 선로

에서 나타나는 오작동에 대한 정보로 단선을 모의하

여 경보설비로써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선로의 단선은 차단기를 선로에 설치하여 모의하

였으며, 시스템 대기 상태에서 Fig. 17에서와 같이 

차단기를 작동시키면 수신기 화면에 단선신호가 발

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단선 조치 후 수신기가 



기존아파트의 적용성을 고려한 주소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계 및 검증

http://lhi.lh.or.kr � 113

Fig. 18. Installation of Conventional Detector

(a) Company A

(b) Company B

Fig. 19. Verification of Compatibility between the 

Proposed System and Conventional Detector

복구되면 원래 상태로 유지된다. 단선 발생 시에는 

감지기가 특정되지 않아 수신기에 기존 경보설비와 

동일하게 중계기번호와 회로번호만 표기된다.

4.2.3 일반감지기의 호환

반도체 수급 문제, 특정 시점의 감지기 교체 집중 

시에 물량 확보 부족으로 감지기 교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일반감지기로 화재 감지 공백을 없애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일반감지기와 호환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일반감지기 호환성 검증을 위해 개발된 감지기를 

대신하여 일반감지기 다섯 개 제조사의 것을 Fig. 18

과 같이 설치하였다. 기본 성능 검증과 같이 감지기

를 동작 시켜 중계기와 수신기에서의 상태를 확인하

였으며, Fig. 19에서 동작 상태를 볼 수 있다. 일반감

지기임에 따라서 감지기 동작 시 전원이 단락되어 

중계기에서 화재를 감지하게 되며, 통신 신호가 없

기에 중계기 FND에는 회선 번호가 나타나게 된다. 

감지기 번호는 알수 없으나, 회선 내 화재 감지의 기

능 확보는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신기에서는 기

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중계기와 회선을 확인하게 된

다. 반대로 중계기 고장에 따라 감지기는 개발된 것

을 사용하고 일반 중계기를 사용하게 되어도 화재감

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제안된 주소형 시스템의 성능 검증은 동작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경보설비로써 기능이 안정적으로 동

작하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소 기능은 일

반감지기의 기본 기능에 옵션을 추가한 것으로 중계

기 입력단과 감지기 출력의 통신 기능이 감지기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5. 결 론 

제안된 주소형 시스템은 기존아파트에 주소 기능

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기능

은 LH임대아파트의 복도식 구조에 따라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며, 일반감지기가 적용된 공동주택 단

지의 관리자가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기능이다. 비화

재보 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동일 회선의 세대

를 순차 방문해야 하는 과정을 축소함으로써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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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재감지기는 비화재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신속하게 감지기를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감지기는 주소기능이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주소 기능을 갖는 아날로그감지기 등을 적용하면 해결되지만 기존 공동주택의 경

우 교체기간, 교체 비용, 선로의 사용 등의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전면 교체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별도로 기존아파트

에 적용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소형 감지기와 중계

기를 설계하여 중계기에서 감지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주소형 감지기는 정온식과 광전식 

감지기를 설계하였으며, 주소형 중계기는 FND를 추가하여 감지기 위치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다. 선로의 종류, 길이

를 고려하여 성능검증을 하였으며, 단선에러 동작과 일반감지기와의 호환성 등을 추가 검증하였다.

주제어 : 기존아파트,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소형 감지기, 주소형 중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

존아파트의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주소 기능을 확보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소형 감지기와 주소형 중계기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이 후 제안된 주소형 시스템의 시제품

을 제작하여 주소기능, 단선 에러, 일반감지기와의 

호환성등에 대한 성능 검증을 통해 기존 일반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일한 성능임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아파트의 비화재보 시 신속

한 대응을 가능케 하여 감지기의 신뢰성 강화와 관

리자의 피로를 감소시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이 강

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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