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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도시의 발달은 건축물의 형화와 다양화를 생활 필수 요소로 정착시켰으며 이는 공항, 역

사, 체육시설, 시시설을 비롯하여 여러 시설을 형화 시켰다. 한 속도로 발 해온 국내 건

축물의 형화에 있어서 사고  피해는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발생한 1971년 각호텔 화재사

고와 같이 상시 발생가능성이 있는 형화재의 험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공간 

건축물의 화재 사례를 data base화하여 화재발생 확률  빈도를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 결과

는 화재발생가능성이 있는 공간 건축물의 화재 시나리오 작성  처방안 정립에 기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평가된다.

1.서론

   국내 형공간의 화재 사례는 선진국에 비하여 늦게 도입된 이유로 많은 화재는 발생하지 않

은 실정이며, 형공간의 체계 한 완 히 정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각종 시 행

사『여수 박람회장 화재, 인천 국제공항 화재, 일산 킨텍스 화재』 등의 형건축물 에서의 화재

로 인하여 재산 피해  피소동의 화재가 발생되고 있으며 외국사례에서도 거의 같은 형상을 

나타내며 막 한 재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화재도 발생하는 실이다. 한, 형공간의 무

지주 장스팬의 넓은 공간 특성상 연기  화재의 확산은 속도로 이루어지며, 재산  인명피해

는 매우 크며 형 참사의 험성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화재사고 자료를 통해 용도별 

화재 발생을 분석하여 공간화재 시나리오 작성  Event Tree기법으로 공간 건축물의 화재 

측과 응방법의 기본 인 Date Base작성을 한 선행 작업이며 화재 빈도  확률을 조사 

분석하 다.

2. 국내외 공간 건축물 화재사례

재 국·내외 형공간의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추세는 아니나 형 건축물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사회  험도 측면에서 한 처 방안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다. 

Table 1.에 조사된 독일 뒤셀도르  공항 터미  화재, 이스탄불 하이다르 사 역 화재, 터키 이

스탄불 국제공항화재처럼 세계 으로 잘 알려진 형공간의 화재 사고의 재산 ·인명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국지난시 올림픽 스타디움 화재 2007년 술의 당 화재

독일 뒤셀도르  공항 터미  화재 베이징 공항 화재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 형화재 암스트 담 스키폴 국제공항 화재

여수박람회장 국제  화재 이스탄불 하이다르 사 역 화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  화재사고 국 선양 타오센 국제공항 화재

Table 1 Fire case of Large spac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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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공연 10.31 0.00 0.00 0.00 0.00 7.63 7.52 0.00 13.07 23.81 6.23

방송 0.00 0.00 0.00 0.00 0.00 11.11 22.73 20.00 9.26 27.78 9.09

음식 0.00 0.00 26.32 0.00 25.64 24.39 18.52 101.69 41.67 89.66 32.79

매 42.16 27.28 28.44 30.33 27.34 23.81 43.61 55.61 43.88 62.24 38.47

평균 13.12 6.82 13.69 7.58 13.25 16.74 23.10 44.33 26.97 50.87 21.65

총건수 52.47 27.28 54.76 30.33 52.98 66.94 92.38 177.3 107.88 203.49 86.58

Table 2. Large space fire number for 10 years

그리고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국의 경우 속도로 성장하는 형 건축물 시장에서의 화재는 

많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조사 내용 외 더 많은 화재 사고가 발생 되는 것으로 단된다. 

3.화재발생 빈도  확률

일반 으로 공간 건축물은 공간 이용자들의 편의를 함으로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 화재조사 보고서등에서 발화지 이 용   수리·음식코 · 기합선등 여러 시설에서 발생

하여 공간으로의 확산을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2002년〜2011년 최근 10년간의 용도별 화재 

건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형공간화재로 단되는 화재의 확률  빈도를 분석하 다.

국내 통계청의 용도별 화재 사고 조사 통계자료에서 Table 2 에 정리한 공연·방송·음식· 매시설

의 화재건수로 연도별, 용도별 화재발생 건수  발생률을 알 수 있다. 한 2011년부터 공유·목

욕· 화·철도·사격 같은 용도의 화재 통계가 집계되어  형화되는 건축물의 화재 험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려 다. 

4.결론

본 연구는 공간 건축물에서의 화재 험성 분석을 한 기  단계의 분석이며, 시나리오를 통

한 체계 인 확률 분석을 진행하기 에 국내 형공간 건축물의 정립에 있어서 형공간의 화

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조건  용도별 화재발생에 하여 연도별 발생 빈도   확률을 정리 

하 다. 그 결과로는 표출 으로 보이는 형 시·공연시설에서의 화재는 연도별로 그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나며, 공항·터미 등 편의 시설 집구역 속 음식· 매 시설에서는 확연한 분석이 불

가능하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되는 화재건수로 볼 때 다음 진행 단계에서는 월별, 시간 별, 장소

별 빈도분석  화재 시나리오에 용될 분석기법을 통하여 체계 인 험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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