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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moke is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 when escaping from the fire since it reduces visibility and interrupts finding emergency 
exit light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an evacuation simulation program should incorporate the smoke factor.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program should include not only the unilateral damage by the smoke but also the detour evacuation by risk communication. 
In this study, MAS (Multi Agent System)-based simulation program which incorporates the reduced walking speed by smoke and adopts the 
dispersion evacuation logic during escaping from the fire. To make comparison, a commercial evacuation program, Pathfinder was used. It 
was found that the simulation results of MAS (Multi Agent System)-based program is better than Pathfinder in terms of safe evacuation. It 
means that evacuation simulation need a additional evaluation categories that include not only quick evacuation time but also safe evacue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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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2년 5월 5일 부산 노래방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

은 초기 화재 진압 실패에서 확대된 대형 참사이다. 사망

자들 대부분은 연기에 의해 대피가 지연되었고 그 사이 

유독가스로 질식사 하였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기는 화재 발생 시 피난에 가장 큰 

지장을 주는 위험 요소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60~70%가 유독한 연기에 의한 질식이나 중독에 의해 발생

되었다.1) 연기는 가시도를 저하시켜서 유도 안내 표지의 

식별을 방해하며 방향감각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불

필요한 불안이나 패닉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다.2) 이러한 

상황은 피난 속도의 감소와 인명피해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연기에 의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난계획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백화

점, 공연장, 호텔, 초고층 건축물 등과 같은 대공간에서의 

피난계획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최적 분산대피 계획

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연기에 

따른 가시도 저하 영향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속

도 저하가 반영된 대피시간 산정이 가능하다.3) 그러나 대

피자가 공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험영역을 최단

거리 계산으로만 통과하기 때문에, 우회함으로써 대피위

험도를 낮출 수 있는 실제 대피 현상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상용화 대피프로그램인 Pathfinder나 

Simulex는 위험 구역 설정 기능이 없으며, buildingExodus
는 설정된 위험지역을 그대로 통과하며 위험도가 누적되

는 값을 대피 시간별 결과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피

로 상에 존재 가능한 위험 요소 발생 시 우회 및 분산대

피를 통해 대피자의 최적 탈출이 가능한 시나리오의 구축

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 정보전달이 가능한 MAS (Multi 

Agent System) 기반 프로그램인 artisoc4)을 활용하여 위험 

정보에 의한 우회 및 분산대피의 구현이 가능한 피난시뮬

레이션을 실시하여 기존 피난시뮬레이션과의 차이점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기 농도에 의한 가시도 저하

가 연계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대피 결과를 도출하여 

가시도 적용유무 및 위험 정보 전달유무에 따른 분산 대

피 효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artisoc과 

비교를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상용화된 제품인 

Pathfinder(2011 버전)였다. Pathfinder 2011버전에서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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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현상 발생시 재실자가 목적지까지 걸리는 최단대피시

간을 계산하고 그 방향을 선택해서 분산 대피가 되는 기

능이 추가되었다.5) 그러나 Pathfinder는 재난구역 우회대

피의 기능과 연기에 의한 가시도 저하 기능은 없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artisoc의 대조 프로그램으로 사용

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 

대피출구지정 방식으로 도출된 피난계획과 MAS기반 피

난계획의 차이를 살펴보고 MAS기반 피난계획의 대피자 

안전확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MAS 기반 프로그램 artisoc의 활용

artisoc은 일본의 구조계획연구소에서 개발된 MAS 기
반의 프로그램으로써, BASIC과 LOGO를 편성 발전시킨 

에이젠트 모델링 언어를 사용하며 알기 쉬운 2차원, 3차
원 공간 표현이 가능하다. artisoc을 이용한 보행자 에이전

트 시뮬레이션을 활용함으로써 재난상황에서의 정보전달

에 의한 인공지능적인 피난대책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

며, 구조계획연구소의 웹페이지에 관련 연구 사례 및 논

문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2.2 시뮬레이션 데이터 설정

가시도 저하를 고려한 피난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화재해석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연기농도 값과 재

실자 대피 속도와의 도식화된 관계를 알아야 한다. 
감광계수는 연기농도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써, 

연기 속에서 빛이 투과한 정도를 나타낸다. 감광계수와 

대피 속도는 반비례 관계로 나타낸다. 또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인공 연기 속에서 실측 실험을 통해 감광계수 변

화에 따른 보행 속도 측정값은 Table 1과 같이 보고되어

있다.6)

식 (1)은 Table 1을 기준으로 감광계수와 평균속도간의 

관계를 도출한 식이며, artisoc에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적

용하였다. 

    (1)

  감광계수

  이동속도

Table 1. Result of the Walking speed(m/s) of the Extinction 
coefficient(m-1)

Extinction 
coefficient Average speed Male average 

speed
Female average 

speed

0.70 0.71 0.70 0.73

0.64 0.77 0.77 0.76

0.55 0.80 0.79 0.83

0.5 0.87 0.87 0.85

0.44 0.92 0.93 0.91

Fig. 1. Relation between the Walking speed(m/s) and the 

Extinction coefficient(m-1)

(1) 식에 의해 연기농도는 어느 일정 수치에 이르게 되

면 보행 속도 값은 0으로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Jin7)의 연구결과로 밝혀진 시계(視界) 불능 조건에서 사람

의 최소 속도 0.3m/s를 적용하였으며 기본 보행 속도는 

SFPE에 제시된 피난민의 이동속도를 참조하였다.8) 관찰 

및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에 따르면, 특정 집단의 피난유

동 속도는 인구밀도의 함수로써, 인구밀도가 0.54명/m2보

다 적을 경우, 피난민들은 다른 사람들의 속도와 상관없

이 각자의 속도로 이동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설정된 인구

밀도는 0.833명/m2 이므로 임의적 속도인 1m/s를 설정하

였다. Fig. 1은 식 (1)이 도출되는 감광계수와 보행속도와

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2.3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작성

2.3.1 공간 모델링 

① artisoc의 공간 모델링

aritisoc에서의 공간은 Fig. 2와 같이 가로, 세로,높이 

60×60×3 m3이며, 중앙 분리벽을 중심으로 A, B의 2 공간

으로 분리된다. 
비상구의 위치는 artisoc과 Pathfinder 모두 동일한 위치

로 EXIT 1~4로 구성되어 있다. 재실자는 EXIT 1 및 2의 

후방 20m 이격거리 기준으로 각각 100명씩 랜덤 배치하

였다. 주 비상구는 EXIT 1 및 2로써, 인간의 귀소본능에 

의해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기본적 비상구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EXIT 3 및 4는 위험정보전달에 따른 분산대피 시 

활용 가능하도록 설정된 비상문으로써 평상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안내 정보를 받은 

사람만이 EXIT 3,4의 비상구로 대피 가능하다. artisoc은 

Pathfinder와 달리 대피자에게 정보전달 기능부여가 가능

하므로, 위험정보 유도 인자를 x로 표시하였으며, 대피자

는 대피도중 연기 농도가 낮은 방향으로 유도 정보를 전

달하는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A구역과 B구역 사이에는 

EXIT 1과 2로 분산대피를 유도하는 인자 ①이 고정되어 

있다. 
B구역에는 2개씩 추가시켜 ②,③,④,⑤와 ⑥,⑦,⑧,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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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ace modeling of simulation

유도인자가 각각 방향 10m, 방향 10m의 간격으로 설

치되었고, 증가하는 유도인자에 따른 대피결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재실자들의 기본적인 대피 동선 알고리즘은 

상용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A*알고리즘9)을 적용

하였다. 
A구역에는 유도인자를 설치하지 않았고, EXIT 1 및 2

로 귀소본능에 의한 대피만 하도록 설정하여, A구역과 B
구역의 대피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② Pathfinder의 공간 모델링

Pathfinder의 공간 모델링은 artisoc과 동일하게 Fig. 2와 

같이 되어있으나 위험정보 유도 인자의 개념 설정의 기능

이 불가능 하므로 위험정보 유도인자인 ①~⑨의 기능이 

없는 상태로 설정되었으며, 자동적으로 A*알고리즘을 통

해 최단거리 분산대피가 이루어지지만 artisoc과의 안전대

피 인원수를 비교하기 위해 EXIT 3 및 4를 설정하여 대피

하는 인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2 위험정보전달 Database 설정

본 연구에서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의 농도변위를 

위험정보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artisoc과 연동하여 보행속

도를 감속시키도록 설정하였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화재

실에서 생성되는 연기량은 매순간 변동하며, 위치별 연기

농도는 실시간적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공간좌표별 정량적인 연기농도 값을 산출하기 위해 화재

해석 프로그램인 FDS10)를 사용하였다. A, B구역 재실자

의 대피를 비교하기 위해서, 프로판이 연소하여 5000kW
의 열 방출을 할 수 있도록 화원을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구역의 좌표 값 (25,30)에 위치시켰다.
연기농도 값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110초간 발생하였

으며 10초 간격으로 CSV 파일로 출력하였으며, 대피프로

그램으로 활용한 artisoc의 공간 정보 값으로 적용하였다. 
Fig. 4는 Fig. 3의 A구역을 기준으로 나타낸 연기 농도 공

간 정보를 나타낸다.
Fig. 5는 대피시뮬레이션의 수행순서를 흐름도로 나타

Fig. 3. Position of Fire spot in FDS

Fig. 4. CSV data imported to artisoc

Fig. 5. Flow chart of evacuation simulation by the effectiveness of 
smoke density

낸 것이다. 대피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공간좌표를 기

준으로 10초 간격의 가시도 공간정보에 의해 대피가 종료

될 때까지 대피속도가 변화한다. 모든 대피 공간은 10초
마다 색깔의 변화를 주어 연기 농도변화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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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및 분석

동일 조건이라도 artisoc과 Pathfinder에는 구현 기능상

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

을 함께 하였다. 

3.1.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성적인 비교 분석

Fig. 6은 artisoc, Pathfinder의 시뮬레이션 상황을 30초, 
60초, 90초의 3조건 대해 각각을 정성적으로 비교하기 위

해 FDS의 연기 확산 모습과 중첩된 화면으로 나타낸 것

이다. (a)와 (b)는 30초에서의 artisoc과 Pathfinder의 대피 

상황을 나타낸다. (a)에서 A구역의 점선 표시 구간에서는 

연기농도에 따른 가시도 저하에 기인하여 대피가 지연되

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구역에서는 EXIT 
2로 대피하는 사람과 유도인자에 의해 EXIT 3~4로 우회 

(a) artisoc in 30sec (b) Pathfinder in 30sec 

(c) artisoc in 60sec (d) Pathfinder in 60sec

(e) artisoc in 90sec (f) Pathfinder in 90sec

Fig. 6. Overlap result of Simulations

분산 대피하는 효과의 구현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A구

역은 연기의 영향에 상관없이 일정한 대피 속도를 유지하

여 대피하고 있고, B구역에서는 이미 A*알고리즘에 의해 

최단거리 분산대피가 이루어진 결과를 확인하였다. (c)의 

60초에서의 대피 상황은 연기에 의해 계속 감속하여 느리

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B구역의 분산대피가 종료되

어 가고 있는 반면, (d)의 60초에서는 이미 대피가 거의 

종료되었다. 90초 조건에서도 (e)의 대피는 가시도 저하에 

따른 대피 속도 저하 알고리즘 적용에 의해 종료되지 않

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기에 의한 가시도 저하’ 변수

의 적용 유무를 통해 대피 속도 결과에 차이가 났으며, 이 

변수를 적용할 수 없는 Pathfinder의 빠른 대피 결과는 ‘대
피 속도 감소’의 위험성이 결여된 것을 알 수 있다. 

3.2.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량적인 비교 분석

artisoc과 Pathfinder의 대피 시간과 안전 대피 인원수의 

정량적인 비교는 실험결과 그래프인 Fig. 7을 바탕으로 

3.2.1과 3.2.2에 각각 정리되었다. 총 대피시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각 시뮬레이션의 A구역을, 안전 대피율을 비교

하기 위해서는 각 시뮬레이션의 B구역을 비교해야 한다. 

3.2.1 총 대피시간의 비교 분석

artisoc에서의 A구역은 화재가 발생 하자마자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재실자들의 가시도 저하에 따른 

대피 속도가 감소되었고 대피시간은 평균 155초로 산출되

었다. Pathfinder는 artisoc과 같은 연기에 의한 가시도 저

하 기능이 없으므로 대피 속도의 감소 없이 63초가 산출

되었다. 대피 시간 결과 비교를 통해 ‘연기 농도에 의한 

가시도 저하의 영향’을 대피 변수에 반영하지 않으면 ‘대
피 속도 감소’의 위험성이 결여된 대피 결과가 도출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안전 대피율의 비교 분석

artisoc의 B구역에서의 경로 분산 대피자 수는 위험 정

Fig. 7. Evacuation time and number of safe evacuee by number of 
exit guidance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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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유도인자(Inducer)가 2개씩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여 47
명, 74명, 86명, 92명으로 증가하였고, 대피 시간은 이에 

반비례하면서 136.0초, 129.0초, 123.3초, 71초로 감소하였

다. B구역의 재실자들은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귀소본능에 

의해 EXIT 2를 향해 대피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변에 

위치한 위험 정보 유도 인자에 의해 상대적으로 연기 농

도가 낮은 방향에 위치한 EXIT 3 및 4로 대피 경로 변경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전 대피 인원을 대피 시간을 감

소시키며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러한 인간의 귀소

본능, 위험정보 유도인자(Inducer)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

는 Pathfinder는 EXIT 3 및 4로 대피한 안전 대피 인원수

가 95명으로 일정하였다. 
두 시뮬레이션의 안전 대피 인원수 결과만으로 보자면 

Pathfinder의 결과가 artisoc의 결과보다 우수하다. 그러나 

자신이 주로 이용했던 경로로 이동하는 인간의 ‘귀소 본

능’, 화재 발생시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유도 인자’, 위험 

정보를 전달 받고 우회해서 대피하는 ‘안전 대피 인원 확

보’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을 때, 실제에 근접하여 신

뢰할 수 있는 결과는 artisoc의 결과이며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대규모 피난 실험을 실제 실험으로 반복해서 대

피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컴퓨터 대피 시뮬레이

션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만큼, 실제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적용된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평가가 신뢰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대공간에서의 피난계획 수립을 위해서 화재

발생시 연기농도와 같은 위험인자가 고려된 가시도 저하

에 따른 분산 대피를 MAS 기반의 피난시뮬레이션을 활

용하여 도출하였으며, 상용화된 피난시뮬레이션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연기에 의한 가시도 저하에 따른 MAS 기반의 피난

시뮬레이션은 상용화 피난시뮬레이션보다 실제 상황에 

근접한 다양한 변수가 고려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대피 

안전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2) 성능위주설계의 피난 시뮬레이션에 의한 대피 안전

성 평가는 최적의 피난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소방 설비의 설치 사양과 더불어 실제 상황에 기반 한 다

양한 변수를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그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었고 향후에 추가적인 

MAS 기반 피난 시뮬레이션 연구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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