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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산후조리원에서 화재 발생시 산후조리원에 재원하고 있는 산모의 피난경로

를 분석한 연구이다. 화재 시 피난시간은 이동거리와 공간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에 화재시 피난시간이나 피난거리 등의 연구가 매우 요하다. 산후조리원에 생활하는 

사람은 산모와 신생아로 화재시 피난활동에 한 응을 하기 어려운 인원이 부분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의 산후조리원 에서 40개의 산후조리원을 무작 로 추

출하여 각 산후조리원의 피난거리와 피난경로 등을 분석하 다. 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

하는 피난비용분석기법을 용하여 40개 산후조리원에서의 피난지수를 산정하고 피난 험

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피난경로는 피난거리와 공간구조를 악하는 시지각  요소가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서 론  

산후조리원은 불과 십여년 부터 등장한 시설이지만 재 우리 나라의 산후조리 문화

를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산이 사회  상이 되어버린 지  부분의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산후조리원의 주 이용 상은 산모  신생

아로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1-2. 특히, 화재

발생시 피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인명피해를 일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을 이용

하는 산모는 일반인에 비해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후조

리원에서 화재 발생시 산후조리원에 재원하고 있는 산모의 피난경로와 피난 험성을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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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경로 분석방법

화재 시 피난시간은 이동거리와 공간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는 화재 시 피

난시간이나 피난거리 등의 분석을 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화재와 같은 긴

박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양식이나 피난이동시간 등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3. 

피난시간과 련된 최근 연구로 피난과정에서 피난경로상의 이동거리요소와 함께 시각

 정보에 따른 피난경로의 방향 환요소를 고려하는 시각․거리 피난비용분석기법을 제

시하는 연구가 있다
4. 이 연구에서는 피난에서 가장 요한 요소를 피난거리와 피난시 시

각  정보에 따른 피난경로의 방향 환 요소를 고려하 다. 즉, 피난시의 실제 이동거리를 

용하여 피난성능을 평가하는 피난비용분석기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피난비용을 응용하여 산후조리원에서 화재 등의 

재해발생 시 피난 험성 분석을 하여 식 (1)과 같은 피난지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샘

링한 40개의 산후조리원의 피난지수를 계산하고 피난 험성을 분석하 다. 피난지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거리요소는 피난거리를 그 로 용하 고, 시지각  요소는 피난거리와 

비율을 맞추기 한 환산계수를 용하 다. 즉, 피난거리에 비하여 피난경로 방향 환 요

소가 작기 때문에 식 (1)의 와 같이 거리요소와 비율을 맞추기 한 상수를 삽입하 다. 

상기 논문에서는 를 0.5～4.0으로 놓고 계산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샘 링한 40개의 산

후조리원의 피난 이동거리가 크기 때문에 를 10으로 간주하고 피난지수를 산정하 다. 

한 식 (1)에서 는 피난지수의 차원을 무차원화하기 한 단 환산계수로써 본 연구에

서는 1 [1/m]로 간주하 다. 

                              (1)

                    : 피난지수

                    : 가장 먼 산모실에서의 피난경로상의 이동거리

                    : 가장 먼 산모실에서 시각  정보에 따른 피난경로 방향 환 요소

                     : 거리요소와 비율을 맞추기 한 상수 [m]

                     : 단 환산계수 [1/m]

3. 피난 험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샘 링한 40개 산후조리원에 한 피난지수 계산결과는 표 1, 그림 1과 같

으며, 피난지수는 67.4 ～ 197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별 피난이동거리는 설치층수와 공간

구성요소에 따라 달랐으며, 시지각  요소인 시각  깊이는 2 ～ 7로 나타났다. 시각  깊

이가 낮다는 것은 공간구조가 그만큼 단순하다는 의미로 피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안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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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피난지수 No. 피난지수

1 103.8 21 93

2 142.5 22 73

3 107 23 122.4

4 142.3 24 114.24

5 163.7 25 75

6 145.1 26 77.5

7 125 27 170

8 166.5 28 82.3

9 142.5 29 102

10 75 30 87.8

11 124.4 31 75

12 128 32 147

13 118 33 87.7

14 155 34 138

15 67.4 35 103.55

16 68 36 162

17 100 37 104

18 105.3 38 115.54

19 112.8 39 197

20 75 40 152

표 1. 피난지수 산정결과

각 산후조리원별로 피난지수를 살펴보면 피난거리가 높은 경우 피난지수가 높게 나타

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산후조리원이 치한 층수가 높을수록 피난 이동거리가 높기 때

문에 피난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2는 이와 같은 설치층수에 따른 피난지수를 비교한 

것으로 산후조리원 설치층수가 높을 수록 피난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설

치층수가 높을 수록, 공간구조가 복잡할 수록 피난지수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4에서 설치층수가 8층이나 9층인 경우 

다른 층보다 높은 피난지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층이나 4층인 경우에는 비교

 낮은 피난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층임에도 불구하고 피난지수가 비교  높게 나타난 

경우는 공간구조가 복잡하여 시지각  요소가 높고 피난 이동거리도 큰 것을 의미한다.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층에 설치된 산후조리원임에도 불구하고 피난지수가 138로 

높게 산정된 것은 공간구조와 피난 이동거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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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피난지수 산정결과

 

그림 2. 설치층수와 피난지수 비교

4. 결론

피난 험성분석을 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법을 응용하여 피난 이동거리요소

와 시지각  요소가 혼합된 피난지수를 설정하고 40개 산후조리원의 피난지수를 계산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의 설치층수가 층이고, 공간구조가 단순할수록 피난 험성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후 신규로 허가되고 설치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화재발생 시 산모와 신

생아의 피난을 원활하게 하고 피난안 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볼 때 층이고 공간구조

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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