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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 발전은 도심 빌딩의 고층화, 산업현장의 공장 대규모화로 이어졌다. 하
지만 소방안전에 대한 투자와 인식이 미흡하여 고층 빌딩과 공장 등에 대형화재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공장(사업장)의 경우는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많은 유틸리티 설비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유틸리티 설비로는 공기압축기, 냉동기, 보일러, 모터펌프 등이 있다. 이러한 설비들은
기기음(암소음)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음이 재실자에게 전달되기란 매우
힘든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공장시설에는 복도에 화재경보설비가 위치하고 있고 기기실에는 출
입문이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재실자에게 경보전달이 이루어지기가 더욱 힘든 실정이다. 특히 재
실자의 업무 집중도에 따라 경보음 인지정도에 많은 차이가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경보음의 전달
문제점을 연구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묘사하여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시험세칙
(KOFEIS 0305)과 미국방화핸드북(Fire Protection Handbook)의 측정기준 및 예시기준에 따라 조
건별로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기기실문을 닫은 상태에서 기기음에 노출될 경우 대부분의 피험자가
화재경보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미국방화협회(NFPA)에서는 암소음이 85dB이거나 이상일 경우
다른 경보방법을 강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기기음과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으로
화재경보음 설계시공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핵심용어 : 화재경보음, 경보전달, 기기음(암소음)

1. 서 론
산업화가 급속도록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눈부신 발전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로 세계무역
10대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은 높아졌으나 소방안전
에 대한 인식이 적어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대형공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2011년도 화재현황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발생건수
는 11,381건 이었고 그 중 공장화재의 경우 2,186건으로 근린생활시설 4,009건과 공동주택 2,200건
다음으로 높았고 인명피해의 경우 총 686명 중 125명으로 근린생활시설 181명과 공동주택 207명
다음으로 높았다. 본 자료와 같이 공장화재의 비중이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다음으로 매우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건립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10층이 넘는 공장도 많이 건립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장에는 기계로부터 심한 물리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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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암소음)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소음은 화재발생 시 작업자의 인지시간을 지연시키는 주요원
인이 될 수 있으며, 더욱이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현장에서는 대부분 복도에 화재경보기가 있고 기
기실 내부에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기기실 출입문을 닫으면 화재경보음은 재실자에게 전달에 제
대로 되지 않아 인명피해는 더욱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화재경보음 인지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공장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틸리티 시설인 모터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보일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2. 실험개요 및 방법
2.1 실험개요
2.1.1 경보장치의 제원
본 실험에서 사용된 경보장치는 표 1과 같이 경종을 사용하였으며 작동방식은 모터축에 연결된
커플링과 텐션스프링에 고정된 타봉사이에 연결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터가 회전함과 동시에 커
플링은 왕복운동을 하고 이 왕복운동은 텐션스프링의 타봉을 진동시켜 종의 내벽을 타격하여 음
향이 발생된다. 또한 경종의 성능은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시험세칙(KOFEIS 0305)에
따라 전압은 24V이고 전류는 50mA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보음의 크기는 경보발생장치에서
1m 떨어진 장소에서 90dB 이상 음이 나와야 한다.
표 1. 경종의 제원

구 분

제원

정격전압

DC24V

정격전류

50mA

사용환경

-20℃ - 70℃

음 량

90dB이상

무 게

300g

사 진

2.1.2 기기실문의 제원
복도와 기기실 사이에는 SUS(스테인레스)재질의 출입문으로 구획되어 있다. 그와 관련된 문의
제원은 표 2와 같다.
표 2. 기기실문의 제원

구 분

제원

재 료

SUS(스테인레스)

재질두께

0.8mm

문두께

4cm

타 입

양쪽문

구 조

자동닫힘

2.1.2 기기의 제원

사 진

측정대상은 공장의 대표적인 유틸리티인 냉동기, 공기압축기, 보일러, 모터펌프 등으로 선정하였
다. 그에 대한 제원은 표 3과 같다. 또한 각 기기의 소음을 녹음하였다. 녹음에 사용된 기기는 영
국 CIRRUS사에서 제작한 CR-172B모델로 하였다. 그리고 본 기기는 국내에서 환경청형식승인
NESM-157을 받았다. 성능으로는 클래스 2급이고 1:1과 1:3 옥타브필터가 가능하고 주파수 및
시간가중치, 오디오 및 프로그램 편집이 가능이다.
표 3. 기기의 제원

구 분

제원

대 수

냉동기

1500RT

5

공기압축기

200HP
250HP

1
1

보일러

10ton

2

모터펌프

10HP
15HP
25HP
40HP

4
6
3
3

사 진

2.1.3 실험방법
기기실 내에서 화재 경보음의 인지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기실의 배치구조와 마감재료가 같은
준무향실에서 평가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20-23세의 정상청력을 지닌 남자 11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피험자 청력의 정상 유․무 확인하기 위해 난청테스트 설문지를 활용하여 평가하였
고 피험자 모두 정상청력으로 나왔다. 경보음 인지정도 평가방법은 복도 경보장치에서 기기실 문
까지 거리가 5m인 실내에서 Fire Protection Handbook (2008)의 측정예시 기준에 근거하여 1m,
3m, 6m, 12m 거리별로 평가하였다. 기기실에서 기기음(암소음)을 생성하기 위해 각 실에서 5분간
녹음한 기기음을 스피커로 출력하였다. 경보장치(경종)의 경보음은 90dB로 맞추어 음을 발생하였
고 스피커에서 출력하는 기기음은 냉동기와 모터펌프실의 경우 70dB, 80dB, 90dB로 하였고 상대
적으로 음의 크기가 작은 보일러와 공기압축기실은 70dB, 80dB로 음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기기
실 문 개․폐하 조건으로 평가를 하였고 평가의 기준은 Level 1은 경보음이 가장 들리지 않는 경
우이고 Level 10은 경보음이 가장 잘 들리는 경우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기별 경보음 인지능력 평가
기기실 문의 개․폐조건 하에서 경보음 인지능력을 평가하였다. 그에 대한 내용은 그림 1과 같
다.
3.1.1 냉동기실
그림 (a), (b), (c)는 냉동기실문의 개․폐조건에서 경보음 인지능력을 평가한 것이다. 본 그림에서
Level 1은 경보음이 가장 들리지 않는 경우이고 Level 10은 경보음이 가장 잘 들리는 경우이다.
70dB 기기음에서는 문을 열었을 경우 대부분이 경보음을 인지하였으며 문을 닫았을 경우는 피험
자가 12m 지점을 제외 한 거리에서 대부분이 경보음을 인지하였다. 80dB에서는 3m와 6m 거리
에서 일부 피험자가 경보음 인지가 되지 않는 다고 하였고 12m 거리에서는 대부분의 피험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다. 90dB에서는 거리와 상관없이 전체가 Level 3이하로 나왔고 6m와 12m에서
는 대부분이 Level 1이었고 일부 피험자가 Level 2가 나왔다.
3.1.2 공기압축기실
그림 (d), (e)는 공기압축기실문의 개․폐조건에서 경보음 인지능력을 평가한 그림이다. 70dB 기
기음 발생 하에서 문을 닫았을 경우는 6m 거리에서 Level 4이하로 나왔고 12m 거리에서 Level 3
이하로 인지하였다. 80dB 기기음의 경우 3m 거리에서 Level 4이하로 나왔고 6m 거리에서 Level
3이하로 그리고 12m 거리에서는 Level 1로 나왔다. 문을 열고 실험을 할 경우 70dB의 기기음에서
1m - 12m 전 구간에 걸쳐 경보음을 약하게나마 인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80dB의 기기음
에서는 12m 거리에서 Level 3 - Level 6이 나왔다. 따라서 기기음이 커질수록 경보음이 암소음에
묻히는 것을 알 수 있다.
3.1.3 보일러실
그림 (f), (g)는 보일러실문의 개․폐조건에서 경보음 인지능력을 평가한 것이다. 문을 열고 70dB
의 경우 1m - 12m 거리에서

Level 6 -

Level 10으로 대부분 경보음을 인지하였으며 문을 닫

고 70dB 기기음 발생의 경우 6m 거리에서 Level 5 이하로 나오고 12m에서 Level 4 이하로 나
왔다. 문을 열고 기기음 80dB의 경우 1m 거리에서 Level 10이 나왔으나 12m 거리에서는
Level 8 이하로 나왔다. 문을 닫고 80dB 기기음 발생의 경우 3m와 6m 거리에서 Level 5 이하
로 나오고 12m에서 Level 3 이하로 나왔다.
3.1.4 모터펌프실
그림 (h), (i), (j)는 모터펌프실문의 개․폐조건에서 경보음 인지능력을 평가한 그림이다. 70dB
기기음에서는 문을 열었을 경우 1m - 12m 거리에서 Level 6 - Level 10이 나왔고 문을 닫았을
경우는 피험자가 1m - 12m 거리에서 Level 9 이하가 나왔다. 기기음 80dB에서 문을 열었을 경
우 1m - 12m 거리에서 Level 4 - Level 9가 나왔고 문을 닫았을 경우는 피험자가 1m - 12m
거리에서 Level 6 이하로 나왔다. 특히 6m 거리에서 Level 4 이하가 나오고 12m 거리에서
Level 2 이하가 나왔다. 90dB에서 문을 열었을 경우 1m - 3m 거리에서

Level 3 - Level 10

이 나왔다. 문을 닫았을 경우 1m - 3m 거리에서 Level 5 이하가 나오고 12m 거리에서는 Level
2 이하로 나왔다. 따라서 12m 거리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피험자가 경보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a) 냉동기(70dB) 기기음

(b) 냉동기(80dB) 기기음

(c) 냉동기(90dB) 기기음

(d) 공기압축기(70dB) 기기음

(e) 공기압축기(80dB) 기기음

(f) 보일러(70dB) 기기음

(g) 보일러(80dB) 기기음

(h) 모터펌프(70dB) 기기음

(i) 모터펌프(80dB) 기기음

(j) 모터펌프(90dB) 기기음

그림 1. 기기실문 개․폐에 따른 피험자의 인지정도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냉동기와 모터펌프실에서 기기실문을 닫고 기기음이 80dB, 90dB의 경우 출입문으로부터 12m
떨어진 거리에서 “전혀 안들린다(Level 2 이하)”가 나왔다.
2. 공기압축기와 보일러에서 기기실문을 닫고 기기음이 70dB, 80dB의 경우 출입문에서 12m 떨
어진 거리에서 공기압축기는 “거의 안들린다(Level 3이하)”가 나왔고 보일러는 “거의 안들린다
(Level 4 이하)”가 나왔다. 보일러는 공기압축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주파 음역대가 주로 형성되
어 있어 고주파대역의 기기들보다 경보음이 조금 더 잘 들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방화협회(NFPA)에 따르면 암소음(기기음)이 85dB이거나 초과될 경우 화재경보음이 재실자
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기음(암소음)과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일률적인 화재경보음 설계는 경보음 전달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
으므로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소방방재청(2011)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통계자료.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2005)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시험세칙(KOFEIS 0305)

3. 행정안전부(2009)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NFSC 201.
4.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2010), National Fire Alarm Code(NFPA 72)
5. Fire Protection Handbook(2008), Chapter3, Notification applia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