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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내외적으로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테러 등의 재난에 의한 연소의 확대로 인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고층사무용건축물에서 재실자의 피난행동예측 및 피난안전성평가를 위해 각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피난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데이터를 토대로 피난안전성

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경호경비분야에서 고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연구는 질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고층건축물에 대한 경호경비계획에서 심층 분석하고 다각도로 대비

함으로서 구체적·실질적·체계적·합리적인 종합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위기상황 발

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고층건축물에 대한 경호경비계획에서 피난구획의 설정은 비상시 피난에 있어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다.

셋째, 고층건축물에 대한 경호경비계획에서 복수 층의 동시 피난 상황을 고려하여, 층별 

피난출구의 설정으로 전체 피난완료시간의 단축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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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도시 인구집중의 결과로 인하여 효율적인 토지사용의 필요성이 증 가 되었으

며, 건축공법의 발달로 인하여 고층건축물의 건축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

으로 이러한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테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적인 사례로 최근 국내에서는 2010년 10월 1일에 부산

에서 발생한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고가 있었다. 외장재에 따른 급격한 연소 확 의 

위험성 및 규모 피난을 요구하는 화재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국외로는 2001

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발생한 WTC빌딩의 화재사례는 테러 및 화재안전에 한 

경각심을 깨워주는 사건이었다(김환진, 김원국, 조재형, 이정구, 권순평, 2007: 58). 이

러한 규모화 · 고층화된 건축물 내에서 재실자의 인명에 한 위험성이 높은 것이 

드러났으며,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었다(사노 토모노리(佐野友紀) 등, 2003). 

위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위기의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위기발생 직후부터 화

재를 동반하였으며 규모 인원의 피난이 동반되고 있는 사실이 재차 밝혀졌다.

이러한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는 고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관련하여 경호 ·

경비분야에서 선행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준석(2005)은 호텔시큐리티에 한 응방안 연구에서 국제회의, 규모행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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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안전 이미지에 한 중요성에 하여 기술하고 안전성향상을 위한 방안으

로 호텔시큐리티의 질적향상과 더불어 지도자 양성, 시설의 과학화, 프로그램 개발

의 학문적 바탕을 제안하였다.

이상철과 김태민(2006)은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민간

경호업체의 전문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제의 미비, 전문 안전요원 배치기

준 및 안전관리 매뉴얼의 부재, 안전조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

로 법적 ·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적 개선방안, 운용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두현과 안관호(2010)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안전 책에서 최근의 테러 동향

에 하여 기술하고 불특정다수가 집중하는 건축물에 한 테러의 집중적 발생에 

하여 지적하였으며, 이에 한 책으로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 활동의 효율성 제

고방안, 실질적인 테러의 예방과 응력, 테러위기관리시스템의 정립, 건축적 처방

안, 초기 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경찰 및 소방안전관리의 개선, 과학적인 장비를 

개발 · 운영에 하여 기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예방과 피해를 감소시킨다는 관점

에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으나, 질적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화재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재실자의 피난행동에 주목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피난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비상시 피난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밝혀내고 경호경비 · 소방방재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피난 책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의 고층건축물 1개소

를 상으로 화재 및 비상시 예측 가능한 피난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호경비계획상의 피난 책 및 피난유도방법을 제시토록 한다. 또

한 상건축물의 선정방법으로는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 자하는 고층건축물의 수직

피난 등에 관련하여 시뮬레이션 검증이 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고층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에 한 자료의 획득 및 정보공개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진 건축물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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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층건축물의 정의 및 화재특성

1. 고층건축물의 정의

<표 1>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기준

구   분 정의 기준 고층건축물 정의 비고

저층 2층∼5층 미만 일반적 기준

법적인 규정 없음중층 6층∼10층 미만 일반적 기준

고층 10층∼50층 미만 일반적 기준

초고층

건물 폭의 높이 비 

5이상인 건물
초기정의

법적인 규정 없음
30층∼40층 이상 일반적 기준

횡력 저항 구조 

시스템 있는 건물
기술적 기준

50층, 220m 이상 세계초고층학회 기준

50층 이상, 

높이200m 이상

국내 건축법 및 관련법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15항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항

※ 출처: 최규출, 2009: 표2의 재구성; 건축법시행령(법률 제22993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
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44호)

세계적으로 고층건축물(High-rise building)에 한 정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다. 

<표 1>은 고층건축물의 정의를 여러 기준에서 살펴본 것이다.

고층건축물과 관련하여 한국의 건축법 및 세계고층 학회 기준에서는 50층 이상을 

초고층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분류는 다양하게 나타나 30∼40층까지의 건축

물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6층에서 10층까지는 중층, 10층 이상 

50층 미만을 고층으로 분류하고, 50층 이상을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하기도 한다(황

은경, 2007a, 2007b; 최규출, 2009: 64-65). 또한 소방안전적인측면에서도 저층과 고층

에 한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소방 의 소화활동이 가능한 높이를 

기준으로 저층과 고층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한계 높이를 약 11층으로 보고 있다(김

영돈, 2007: 79; 손봉세, 2006). 

이상과 같이 고층건축물의 정의에 한 사회적 합의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못

한 상태이고, 이해 당자자의 관점에 따라 그 정의 또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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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용고층건축물의 화재특성

세계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고층화되면서 경호경비, 소방방재상의 여러 가지 문

제가 발생한다. 고층건축물은 구조방식, 건축재료, 공간형태, 입면디자인(facade 

design)등의 다양한 건축기술을 내재하고 있는 건축물로써 공간의 수직적 분포로 인

해 화재 발생시 급속한 연소 및 화재확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고층으로 인한 소방 

활동상의 제약이 따르며, 탈출 및 피난에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고층건축물의 특성과 더불어 사무용고층건축물이 가지는 공

간적 특성, 이용자 특성, 발화 위험성, 재산보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용건축물의 공간적 특성

건축물내의 평면 계획시 사용용도 및 사용실의 크기 등이 설정되지 않고 일단 단

일공간으로 계획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칸막이 공사를 통한 공간의 분할 또는 

구획을 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건물의 이용 및 임 의 편의상

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방재적으로는 매우 불합리하다. 건물에 기본적으로 설치

된 방재시스템에 한 고려 없이 편의 중심으로 칸막이를 구성, 사용할 경우 칸막이

로 인한 공간구획은 감지기, 스프링클러, 비상조명, 배연설비 등의 소방방재설비가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

공간 이용 상의 효율을 위해 계단실 등의 코어가 평면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설계될 경우, 비상시 피난상의 장애가 예상된다.

2) 사무용건축물의 이용자 특성

사무용건축물의 이용자는 보통 성인 남녀로 구성되고, 그 이용자는 건물에 상주하

는 내부환경에 익숙한 사람이 다수이다. 사용시간 도 비교적 일정하게 한정되고, 

기본적으로 건물 내에서 취침하지 않으므로 방재계획상 다른 건축물에 비해 인명안

전상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건물 내의 피난유도표지 및 비상시 피난구에 한 

고려가 미흡할 경우 방문자나 외부의 인원이 건물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위험에 노

출될 가능성도 있다.

3) 사무용건축물의 발화위험성

사무용건축물의 발화위험성은 타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상 적으로 낮은 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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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화원인도 특별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테러 등에 의한 화재위험성을 

제외하면, 화재원인으로 합선 및 전기배선류에 의한 화재, 탕비실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로 인한 화재,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또한 복합용도로서 음식점이 있는 경우 이들 점포의 주방, 배기덕트 등에

서의 발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 

4) 재산보호의 필요성

사무용건축물은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상 적으로 낮은 반면, 입주한 기업의 정보 

및 관리기능이 화재로 손상되는 것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정도로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각종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등 전자시스템 등은 화재 또는 수손피

해를 감수할 수 있으나, 고가의 첨단장비 및 네트워킹 시스템 등의 피해는 엄청난 

2차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금을 관리하거나 고급정보의 

보관, 네트워킹 시스템 등의 중요 전자장비에 한 구획화 및 방호에 한 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Ⅲ. 건물개요 및 해석방법

1. 대상건축물의 개요 및 특성

1) 대상 건축물

상건축물은 경북 구미에 위치한 지상 15층, 지하 2층의 중규모 업무시설(사무용

건축물)로 현재 ○○화재 사옥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다. 공간의 활용 상태는 전 

층 사무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별도의 공간구조 변경이나 타 용도의 사용은 없는 

실정이다.

2) 대상 건축물의 특성

(1) 공간적 특성

지상 15층, 지하 2층의 중규모 사무용건축물이다. 계단실은 평면상 중앙코어에 1

개소, 남쪽 코너에 1개소가 위치하며, 2기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주차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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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별도의 구획으로 접해있으며, 사무용공간은 평면 전체의 1/2를 차지한다. 

공간구성상의 특성은 15층임에도 불구하고 수직이동통로인 계단실은 2개소뿐이

며, 평면 면적이 크지 않아 별도의 방화구획은 없다. 계단실의 경우 별도의 전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엘리베이터 홀을 포함하여 사무용공간입구까지의 공간이 전실의 

개념으로 구획될 수 있는 형태이다.

(2) 이용자 특성

일반적인 사무용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내에 근무하는 인원이 주로 이용하

게 되고, 공간에 한 인지도가 높다. 공간에 한 인지도가 높으면 비상시 피난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및 피난속도도 빠르다. 그러나 건축물 내에서 외부인원의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어 건물 내 지리 및 상황에 익숙치 않은 인원도 상당수 있다. 

(3) 발화위험성

일반적으로 담배 등으로 인한 화재는 최근 건물 내부에서의 흡연이 법적으로 금

지되어 화재위험성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실제로 담배로 인한 화재의 경우 외진 곳이

나 숨어서 흡연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만큼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모든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건물이 노후화될수록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일반적 화재와는 다르

게 테러 등에 의한 화재는 화재확산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가진다.

2. 피난시뮬레이션의 개요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전성 확보 평가는 건축물의 경호경비계획 · 소방방재계

획과 비상시 발생에 따른 피난안전시간의 확보여부 및 피난경로, 피난출구위치의 적

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물

의 경호경비, 소방방재적 설계의 효과성을 가시성 있는 그래픽과 수치데이타 결과로 

획득하고, 피난예상시간의 비교를 통한 실제적 · 구체적인 책을 세울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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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피난시뮬레이션 개요

구  분 개요 및 조건

시뮬레이션 TOOL SIMULEX 2009. 1.0

피난인원의 산정(1)

피난인원의 산정은 수용인원이 규정되어 있는 공간의 경우 수용인원을 기준

으로 하고, 기타 부속실, 복도, 로비 등은 바닥면적당 인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층당 156명 산정*(피난인원밀도 기준 적용)

  피난인원의 

밀도(2)

피난인원밀도는 국내에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일본건축방재설계지침에 제

시된 피난인원산정밀도를 기준으로 함. 

- 판매시설 : 0.5인/㎡

- 업무시설 : 0.125인/㎡

- 복도 및 홀 등 공용공간 : 0.125인/㎡

피난속도 불특정 다수의 피난 속도는 평균 1m/s로 지정

화재발생공간 밀폐공간으로 가정

소화설비, 제연설비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 (worst case로 설정함)

신체크기

사람들의 신체적 상태는 수학적으로 3개의 원으로서 표현함. 다음 그림과 같

이 가운데 부분은 몸통으로서 R(t)로 간략히 표현됨. 몸통 중앙부터 어깨의 

가운데 부분까지는 서로 상쇄되어지고 그 중심부사이의 거리는 S로 표시함.

[시뮬레이션에서의 피난자의 신체치수]

피난자의 신체유형

신체의 유형 R(t) R(s) S

평  균 0.25 0.15 0.10

남  자 0.27 0.17 0.11

여  자 0.24 0.14 0.09

어린이 0.21 0.12 0.07

피난로
모든 사람들은 Distance map에서 보여지는 가장 가까운 각도와 거리 등을 

따라서 비상구 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음.

피난완료
층피난 : 피난인원 전체가 해당층을 탈출하는 것을 피난완료로 인정.

구획피난 : 화재가 발생한 구획을 탈출하는 것을 피난완료로 인정.

피난인원산정(1)은 피난인원의 밀도(2)의 기준에 의해 산정·적용하였음.

총면적≒1,200㎡, 피난인원=층면적×0.125(밀도기준)

=1200×0.125=156명

※ 출처: 日本建築センター, 1995; 황재호·김영수·임창현, 2009 의 재구성

피난시뮬레이션의 활용은 앞서 말한 피난시간 확보를 위한 공간 및 시스템의 적

정성 판단 외에도 경호경비상 효율적인 비상유도계획 및 SIGN 계획 등에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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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전체적인 피난장애 및 피난시 인원의 분산 및 집중을 파악함으로써 효율

적인 피난을 위한 유도요원(방재센타직원 및 경비원)의 위치, 유도방향, 출구의 개폐

여부, 안내표지의 위치 및 방향 등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활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피난시뮬레이션 TOOL은 SIMULEX 2009.1.0을 사용하였으

며, 실행에 앞서 피난인원의 산정, 피난인원의 도, 피난속도, 신체크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의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3. 피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연구 상 건축물은 수직피난출구(계단)가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용도

는 사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 층별로 동일한 형태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층은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건물 내에서의 비상시 별도의 피난체계 및 피난유도체계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중규모의 사무용건축물의 경우 비상시 피난유도 및 비상 응

계획 등은 사실상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상시 응을 

위해서는 비상 응인원이 기본적으로 일정숫자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중소규

모의 건물에서는 이러한 비상 응을 위한 인원을 보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고 효과적인 피난유도 및 피난체계를 시뮬레이션을 통

해 검토하고자 본 건축물에 한 피난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를 총 8개의 케이스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CASE1.1~1.3은 기준층(10층)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CASE1.1은 가

장 기본적인 층피난 시뮬레이션이고, CASE1.2의 경우는 화재시 1개소의 출구가 봉

쇄되었을 때나 혹은 현재 이용형태처럼 1개소의 출구가 거의 사용되지 못하게 되어 

나머지 1개의 출구로만 피난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CASE1.3은 공간을 2개

의 피난구획으로 나누어 피난인원을 각각의 출구로 분산 설정하였을 때의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CASE2.1~2.5은 고층건축물에서의 피난시 주로 활용되는 3개층 피난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층건축물의 화재시 화재가 발생한 발화층과 

이와 인접한 직상, 직하층을 우선적으로 피난시키도록 한다. 이는 화재발생시 전층

이 동시에 피난할 경우 각 층에서의 인원이 한정된 계단실로 동시에 쏟아져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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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범   위

CASE.1

(기준층피난)

1.1 기준층(10층)의 층피난 : 2개소의 출구(계단실)를 이용

1.2
기준층(10층)의 층피난 : 1개소의 출구가 봉쇄된 상황에서 1개소 의 출구

만을 이용하여 피난

1.3 기준층(10층)의 층피난 : 임의의 구획을 설정하여 피난

CASE.2

(3개층

동시피난)

2.1
3개층 피난 : 발화층 및 발화층 직상, 직하층이 동시 피난하여 2개층 밑으

로 피난

2.2
3개층 피난 : 발화층이 먼저 피난을 시작하고, 피난시작 90초 이후에 직

상, 직하층이 2개층 밑으로 피난

2.3
3개층 피난 : 발화층이 먼저 피난을 시작하고, 피난시작 120초 이후에 직

상, 직하층이 2개층 밑으로 피난

경우 계단실에서의 체류 및 혼잡으로 인해 화재층에서의 피난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층은 기본적으로 층간구획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발화층 및 그 직상, 직하 

인접 층의 인원이 피난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피난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CASE2.1는 화재가 발생한 10층에서 발생하였을 때, 9, 10, 11층의 인

원이 동시에 피난하여 8층으로 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별도의 유도체계 

없이 피난하였을 때의 피난시간으로 유도체계를 설정하여 그 효율성을 비교하는 기

준이 된다. 

CASE2.2.~2.4은 우선적으로 화재발생 층인 10층의 인원이 먼저 8층을 향해 피난

을 시작하고, 일정한 시간의 차이를 두고 9, 11층의 인원이 피난을 시작하는 경우이

다. 이러한 시간차를 두고 피난하는 것은 발화층의 인원을 가장 먼저 신속하게 피난

시킨 후, 인접층의 피난을 유도하는 상황으로 가장 효과적인 시간차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CASE2.5은 보다 적극적인 피난유도의 개념으로 화재발생시 계단실에서의 체류로 

인한 피난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층의 피난통로(계단실)과 직상, 직하 층의 피

난통로를 분리하여 피난유도하는 상황이다. 화재가 발생한 10층은 1번계단을 통해 

피난하고, 9, 11층은 2번 계단을 통해서 피난하여 발화층 피난인원과 인접층의 피난

인원이 원천적으로 겹치지 않게 유도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간의 피난성능 및 효과적인 피난

유도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표 3> 피난시뮬레이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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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개층 피난 : 발화층이 먼저 피난을 시작하고, 피난시작 150초 이후에 직

상, 직하층이 2개층 밑으로 피난

2.5

3개층 피난 : 발화층 및 발화층 직상, 직하층이 동시 피난, 단 발화층은 

1번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고, 직상, 직하층은 2번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 

(피난통로 분리)

Ⅳ. 피난 시뮬레이션 평가

1. 대상건축물의 피난시뮬레이션 평가

1) CASE 1.1 - 기준층(10층)의 층피난 : 2개소의 출구(계단실)을 이용

2개의 계단실을 각각 피난출구로 설정하였다. 피난인원은 0.25㎡/人으로 설정(156

명)하였다. 각 층별로 각각 별도의 칸막이를 통해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칸막이의 경우 입주형태 및 사용형태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칸막이가 없는 기본공간형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피난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각각의 출구로 피난인원이 집중되며 피난이 이루

어진다. 

계단실로 통하는 문을 통해 피난을 해야 하므로 출구 근처에서의 체류가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번 계단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실에서 계단실로 연결되는 

문이 1개소 더 설치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한 체류가 피난출구 앞이 아닌 엘리베

이터실에서의 연결로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체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해소되어 결국 피난시작 1분 53초만에 피난이 완료하였다<그림 1>. 

2) CASE 1.2 - 기준층(10층)의 층피난 : 출구 1개가 봉쇄된 상화에서 

1개소 출구만을 이용하여 피난

2개의 출구(계단실)가 있으나 현재 공간 이용상 1개의 계단은 거의 사용하기 어려

운 상황이다. 더욱이 화재발생시 1개의 출구가 봉쇄될 경우 그 피난효율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 그 문제점 및 

위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번 계단이 화재로 인해 봉쇄된 경우로 설정하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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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통해서만 피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피난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피난시

작과 동시에 층의 모든 인원이 1번 계단(출구)로 집중되며 급격한 혼란상황이 지속

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피난종료시까지 계속된다. 결국 피난시작 2분 35초

후 피난이 완료된다. 

이는 2개의 계단실을 이용하여 피난하였을 때보다 40초 이상 피난시간이 지연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피난시뮬레이션 결과

CASE 1.1 CASE 1.3

피난시작

5초 후

피난개시 

30초 후

피난개시 

60초 후

피난개시

90초 후

비고 피난완료시간 : 1분 53초(113초) 피난완료시간 : 1분 31초(91초)

<그림 1> CASE 1.1과 1.3의 피난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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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SE 1.3 - 기준층(10층)의 층피난 : 임의의 피난구획을 설정하여 피난

CASE 1.1, 1.2에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각각의 피난자가 가장 가까운 출구를 통해 

피난하도록 하였다. CASE1.3에서는 임의로 피난구획을 설정하여 각각의 피난구획은 

각각의 출구를 통해 피난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러한 피난구획의 설정을 시뮬레이션

하여 그 효과성이 있을 경우 피난구획 설정을 토 로 피난유도를 실시하여 보다 신

속하고 효과적인 피난을 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피난구획을 설정하여 피난실행시 피난시작 1분 31초로 피난구획을 설

정하지 않을 때보다 20초 이상 빠르게 피난완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 

4) CASE 2.1 - 3개층 피난: 발화층 및 발화층 직상, 직하층이 

동시피난하여 2개층 밑으로 피난

3개층 피난은 앞장의 시나리오에서 언급했듯이 고층건축물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피난체계이다. 보다 안전한 피난을 위해 5개층 또는 전층피난까지 고려하기도 하지

만, 3개층 피난으로도 기본적으로 충분한 피난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발화층(10층)과 인접층인 9, 11층 3개층이 동시에 8층으로 피난하

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3개층 전체 피난소요시간은 8분 12초가 걸렸다. 피난

시에 각층에서 계단실로 연결되는 출구에서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각층의 인원체류

가 1차적으로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단실에서 각층의 인원들이 중첩되

면서 계단실에서의 체류가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CASE 2.2~2.4 - 3개층 피난: 발화층 우선 피난후, 직상, 직하층의 

시간차 피난을 하여 2개층 밑으로 피난

CASE1.4와 마찬가지로 3개층 피난의 개념이나, 발화층을 우선적으로 피난시키고, 

이후 인접층들을 피난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발화층의 피난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차이를 두고 인접층의 피난을 개시하는 것이 가

장 효과적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발화층의 피난

을 먼저 개시하고, 90초(CASE2.2), 120초(CASE2.3), 150초(CASE2.4)의 시간차이를 두

고 인접층을 피난토록 하였다. 그 결과 90초의 차이를 둔 CASE2.2의 경우 8분 17초

가 소요되었고, 120초 차이를 둔 CASE 2.3의 경우는 8분 18초, 150초의 차이를 둔 

CASE2.4의 경우는 8분 44초가 각각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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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피난시간차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피난시간에는 크게 변화가 없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계단실에서 각층별 인원이 동시피난으로 

인한 체류보다는 각 층에서 계단실로 연결되는 출구에서의 체류와 가장 피난거리가 

긴 발화층 직상층에서 피난층인 8층까지의 피난거리가 길어 체류와는 상관없이 피

난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그림 2>. 

구   분
피난시뮬레이션 결과

CASE 2.4 CASE 2.5

피난개시 

120초 후

피난개시 

240초 후

피난개시

360초 후 

비고 피난완료시간 : 8분 34초(524초) 피난완료시간 : 7분 45초(465초) 

<그림 2> CASE 2.4과 2.5의 피난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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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SE 2.5 - 3개층 피난 : 발화층 및 발화층 직상, 직하층이 동시에 
피난, 단 발화층인 1번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고, 직상 직하층은 2번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피난통로 분리)

CASE2.5은 CASE 2.2~2.4과는 다른 개념의 설정이다. CASE2.2~2.4의 경우가 층별

로 피난개시시간에 차이를 이용하여 체류를 방지하여 피난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라면 CASE 2.5은 층별로 피난출구를 분리하여 물리적으로 체류를 방지하여 피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발화층은 1번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을 실행하고, 직상, 직하층은 2번계단을 통해 

피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개념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3개층 피난완료하

는데 7분45초가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CASE2.2~2.4에서 소요되는 피난시

간보다 최소 30초 이상 빠르게 피난이 완료되는 결과이다<그림 2>. 

V. 평가결과의 분석

총 8개의 CASE(CASE.1:3개,CASE.2:5개)를 설정하여 피난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

과는 <표 5>와 같다. 

기준층 피난의 구체적 결과로 ① 피난출구를 2개를 확보한 CASE1.1과 CASE1.3의 

경우는 피난출구 1개를 확보한 CASE1.2와 비교하여 크게 40초~1분 가량의 피난시

간 차이를 보였다. ② 2개의 피난출구를 확보한 CASE1.1과 CASE1.3은 피난구획의 

설정유무에 따라 CASE1.3이 20초 이상 피난완료시간이 빠름이 확인되었다. 이는 피

난구획을 설정하여 적극적인 피난유도가 이루어져야 만이 피난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3개층 피난의 구체적인 결과로 ① CASE2.1의 3개층 동시 피난의 결과, 1차적으로 

계단실에서 연결되는 출구에서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2

차적으로는 계단실에서의 체류현상을 확인되었다. 이는 계단실에서의 체류로 인해 

피난이 지연된다기 보다는 각 층에서 계단실로 유입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계단실

의 체류를 시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② 발화층 피난

개시 후 직상직하층의 피난개시시간을 조절한 CASE2.2, 2.3, 2.4의 경우는 전체적인 

피난시간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③ 피난구획을 분리하여 피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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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한 CASE2.5의 경우는 CASE2.1, 2.2, 2.3, 2.4의 경우와 비교하여 30초에서 1분정

도 피난완료시간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피난을 동시에 

시작하여 각 층으로부터 동시에 피난을 개시하여 계단실로 유입되는 시간을 빠르게 

하고, 신 계단실로 유입되는 피난인원들이 겹쳐 체류가 생기지 않도록 각각의 피

난출구를 물리적으로 분리시켜 주는 유도체계를 확립하여 피난시키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이다.

<표 5> 피난시뮬레이션 결과

구   분
피난
출구

피난구획 및 피난계단 
설정여부

피난개시 피난완료시간

CASE.1

(기준층피난)

1.1 2개 피난구획 미설정 해당층 동시피난 1분53초(113초)

1.2 1개 피난구획 미설정 해당층 동시피난 2분 35초(153초)

1.3 2개 피난구획 설정 해당층 동시피난 1분 31초(91초)

CASE.2

(3개층피난)

2.1 2개 피난구획 미설정 3개층 동시 피난 8분 12초(492초)

2.2 2개 피난구획 미설정
발화층 피난개시 90초 

후 피난개시
8분 17초(497초)

2.3 2개 피난구획 미설정
발화층 피난개시 

120초 후 피난개시
8분 18초(498초)

2.4 2개 피난구획 미설정
발화층 피난개시 

150초 후 피난개시
8분 44초(524초)

2.5 2개
피난계단 설정(발화층 1번 

계단, 직상직하층 2번 계단)
3개층 동시 피난 7분 45초(465초)

Ⅵ. 결  론

현재 고층건축물에서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및 테러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초

기에 상황이 종료되면, 규모피난 등의 행동이 불필요하지만, 위기의 발생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규모의 피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재실

자가 직접 계단이나 다른 피난시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피를 한다면 인명에 한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경호경비계획상에서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고층건축물에 한 안전 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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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사무용건축물에서 재실자의 피난행동예측 및 피난안전성평가를 위해 각각의 시

나리오를 설정하여 피난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데이터를 토 로 피난안

전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경호경비분야에서 고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연구는 질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고층건축물에 한 경호경비계획에서 심층 분석하고 

다각도로 비함으로서 구체적 · 실질적 · 체계적 · 합리적인 종합안전 책이 마련되

어야 위기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고층건축물에 한 경호경비계획에서 피난구획의 설정은 비상시 피난에 있

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다.

셋째, 고층건축물에 한 경호경비계획에서 복수 층의 동시 피난 상황을 고려하

여, 층별 피난출구의 설정으로 전체 피난완료시간의 단축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호경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층건축물

이 가지는 취약점 및 특성을 파악하고, 실무현장에 투입되는 관련자들에게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활용하여 관련 지식 및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고층건축물 1개소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다양한 

형태의 고층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건축물의 특성, 공간형태 

등이 상이한 다양한 형태의 고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하여 공통적인 영향요

인 및 상이점을 밝혀내기 위하여 추가연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경호경비계획에 

반영하고 관련자들의 교육 및 정보 제공에 활용되기를 기 한다. 



76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28호(2011)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두현, 안관호 (2010).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안전 책,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 22호, 
37-64.

김영돈 (2007). 초고층 건물의 방재설비, 한국설비기술협회지, v.24 n.1, 79-86.

김홍배 (2001). 소방시설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15(3), 70-76.

김환진, 김원국, 조재형, 이정구, 권순평 (2007). 9.11이후의 초고층건물에서의 화재안전, 한국

화재소방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7(4), 58-61.

박준석 (2005). 호텔시큐리티에 한 응방안, 용인대학교논문집 23, 3-18.

손봉세 (2006). 초고층 건축물 소방방재시스템의 기본계획, 건축, 대한건축학회, 24-28.

이상철, 김태민 (2006). 행사장경호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11, 
203-226.

최규출 (2009). 고층빌딩에서 옥외피난계단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집, 

23(1), 63-69.

황은경 (2007a).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 비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12), 
135-142.

황은경 (2007b). 건축물 화재안정규정간 문제점 도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12), 171-178.

황재호 · 김영수 · 임창현 (2009).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경기도: 동화기술.

2. 국외문헌

日本建築センター (1995), 新・建築防災計画指針, 日本建築センター.

佐野友紀, 大宮喜文, 阿部修太郎, 石突光隆, 中野陽介, 萩原一郎 (2003). 高層建築物における

在館者の避難行動特性 その1 : 高層建築物における垂直避難行動研究の必要性, 日
本建築学会　 関東支部研究報告集, 315-318. 

3. 기타

건축법시행령. 법률 제22993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444호.



경호경비계획을 위한 사무용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성평가에 관한 연구 77

【Abstract】

A Study on Escape Safety Assessment of 
High-Rise Office Buildings for Security Plans

Park, Nam-Kwun ·Lee, Young-Ju · Yoon, Myong-O

Recently, property and life loss is increasing internally and externally, due 

to fire spread in high-rise buildings which results from a variety of disasters 

like fire and terror. In this study, therefore, an evacuation simulation was 

performed to predict escape behaviors of occupants and assess escape safety 

in high-rise office buildings after setting up each scenario, as part of safety 

measures for high-rise buildings. Based on the results and data obtained, 

escape safety was assessed, finally. The result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most of the present researches on high-rise building and 

multiple-use facilities are weighted towards qualitative perspectives. It is, 

therefore, considered that we have to establish concrete, practical, 

systematical and rational safety measures to minimize damages in dangerous 

situations, by analyzing security plans for high-rise buildings in depth and 

preparing for those situations from various angles. 

Secondly, setting up evacuation sections in security plans for high-rise 

buildings is an important factor which influences refuge.

Thirdly, in relation to security plans for high-rise buildings,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entire time for escape, by setting up escape exits of each floor 

in consideration of a simultaneous evacuation situation.

Key Words：High-rise Building, Fire, Terror, Evacuation Simulation, 

Security Pla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