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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선상에서의 승객들의 보행속도, 운항  피난특성, 피난시 연기농도가 미치는 향 등 선박에서의 피난상황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몇몇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정  조건에서 승선자의 피난성능에 한 연구는 미비하여, 이론  혹은 실험  연구가 수행된 사례를 찾

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선박에서의 인 안 피난해석 로그램인 Maritime EXODUS를 활용하여 승선자의 분포특성을 

고려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한 피난시간을 측 비교하 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된 운항훈련선의 선내 정 조건보행실험에서 취득한 피실험

자 보행속도 결과를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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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상에서 운항 인 선박, 특히 여객선에 한 사고는 최

근 5년간 평균 16회 이상이 꾸 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

한 해양사고는 재산  인명피해를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를 비하기 한 연구는 미비하며 

‥‥‥ ( 략) ‥‥‥.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실행된 선내 정 시 피실험자의 

피난특성  피난완료시간을 실측한 실험결과와 피난

로그램인 Maritime EXODUS를 이용하여 승선자의 피난

시간을 ‥‥‥ ( 략) ‥‥‥.

2. 연구 배경

 이 연구에서는 2015년 3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한국해양

학교에서 실행된 선내 정 조건에서 비숙련 승선자의 보행

속도 실측실험을 활용하 다. 실험 장소는 한국해양 학교의 

실습선인 한나라호 이며, 한나라호에 탑승하는 실습생 총 35

명(남자 24명, 여자 11명)을 상으로 ‥‥‥ ( 략) 

‥‥‥. 

 각 요소지 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실험자의 구간별 보행

시간과 총 피난소요시간을 측정하 고, 그  직선경로와 계

단실에서의 이동소요시간을 통해 Blackout 상태에서의 보행

속도를 도출하여 시뮬 이션에 용하 다. 각 구간에서의 

보행속도는 Table 1, 2하 고, ‥‥‥ ( 략) ‥‥‥.

Table 1 Walking speed in Blackout condition

Blackout Male Speed
[m/s]

Female Speed
[m/s]

Corridor 0.286 0.267
Stair-Up 0.259 0.232

Stair-Down 0.348 0.269

Table 2 Walking speed in Normal condition

Normal Male Speed
[m/s]

Female Speed
[m/s]

Corridor 2.19 1.674
Stair-Up 1.03 0.739

Stair-Down 1.088 0.781

3.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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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 시뮬 이션 수행을 해 피난해석 로그램인 

Maritime EXODUS를 사용하 다. Maritime EXODUS는 

‥‥‥ ( 략) ‥‥‥. 

3.1 모델링

 Maritime EXODUS를 이용하여 실험장소인 한나라호의 6개 

deck 를 모델링하 다. 한나라호의 정원은 202명으로, 학생 

152명, 선원 39명, 교  11명으로 ‥‥‥ ( 략) ‥‥‥.

Fig. 1 Maritime EXODUS model in VR

Fig. 2 Maritime EXODUS model in ground plan

–shelter deck

3.2 시나리오 설정

 시나리오는 승선자의 도에 따른 6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구분하 다. Scenario 1은 승선자가 각자의 선실에 있는 경

우, Scenario 2는 Lecture room과 작업장에 치한 경우, 

Scenario 3은 승선자의 50%는 선실에 치하고, 나머지 50%

는 임의의 공간에 치한 것으로 설정하 다. Table 3은 각 

시나리오의 개요를 나타낸 표이다. 각 시나리오의 시뮬 이

션은 IMO 규정에 따라 50회씩 ‥‥‥ ( 략) ‥‥‥.

Table 3 Scenarios

Light condition Passenger 
Position

Scen. 1 Blackout Room

Scen. 2 Blackout Lec. room
& Work

Scen. 3 Blackout Room & etc
Scen. 4 Normal Room

Scen. 5 Normal Lec. room
& Work

Scen. 6 Normal Room & etc

4. 시뮬 이션 결과

Fig. 3 Required Safety Egress Time in Scen. 1

 Fig. 3은 Blackout 조건에서 승선자 모두를 개인 선실에 

치시킨 Scen. 1의 결과이다. Scen. 1의 평균 피난시간은 

1737s로 약 29분 이었으며, ‥‥‥ ( 략) ‥‥‥.

5. 결    론

 승선자의 피난 시작 치에 따라 복도, 계단실 등에서의 인

구 집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요인이 피난시간에 

향을 미쳤다. 구체 으로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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