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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내 대피시뮬레이션 연구에 있어 일반적인 대피시

나리오는 재실자들의 정상적인 보행가능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왔다. 즉 남녀노소 차이에 따른 신체적 특성

의 반영은 어깨너비 또는 보행속도 등으로 구분되어졌

으며 수직 및 수평이동이 모두 가능하였다. 따라서 휠

체어 등과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안전약자들을 대

피시나리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대피가 가능하도록 작성되거나 또는 수평공간에서의 

대피를 가정하였다. 구정인1) 등은 고층빌딩에서의 대

피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일반인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의 계단대피를 가능하도록 가정하였다. 또한 김종성2) 

등은 보행 속도의 설정을 통해 계단에서의 보행이 가

능한 재해약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피시뮬레이

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대피시나리오들

은 보행이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한 안전약자들이 일반인들의 대피에 얼마나 지연을 시

키는지 등과 같은 대피 장애의 대상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따라서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는 안전약자들의 

주체적인 대피계획을 도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단 등의 수직 대피가 요구

되는 공간에서 대피보조기구의 효율성 입증을 대피시

뮬레이션을 통해 병원 내 안전약자를 위한 수직 대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MAS(Multi Agent 

System) 기반의 대피시뮬레이션 artisoc3)을 활용하였으

며, 의료시설 내에 대피지원 유무 적용에 따른 대피 결

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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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대피시나리오의 작성 

본 연구에서는 국립재활원에서 개발한 대피보조기

구의 개념을 Fig. 1과 같이 적용하여 휠체어 이용자들

도 계단에서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나리오를 작성하였

다. 이는 휠체어 이용자들의 자력수직대피를 가능하게 

함과 더불어 일반인들과의 동시 대피, 일반인들의 대

피 지원 등 다양한 조건 설정을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이와 같은 대피보조기구를 적용한 시나리오에는 Fig. 2

와 같이 경사로 대피 실험을 통해 대피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변수들이 고려되었으며, 대피시뮬레이션의 

대피알고리즘으로 구현되어 Fig. 3과 같은 흐름으로 나

타내었다. 각 구간별 걸리는 초단위의 시간은 국립재

활원측의 자문을 토대로 산정된 평균적 시간으로써, 

대피시뮬레이션의 기본 설정 값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나리오는 Fig. 4의 Case3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밖에 경우들을 Case1, Case2, Case4, Case5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Fig. 1. Evacuation concept. 

Fig. 2. Slop descent experiment.

Fig. 3. Stair evacuation algorithm.

2.2 대피시뮬레이션 설정

대피시뮬레이션 시나리오는 Fig. 4와 같이 총 5가지 

Case로 나누어지며 각 Case 별로 20회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평균 대피시간이 도출되었다. 대피공간은 3

층 복도와 1층까지의 계단이며 대피보조기구 설치의 

유무로 구분이 된다. 본 연구에서 모든 이동객체는 고

유의 고정 속도값을 유지하되 장소 및 밀집정도에 따

라 대기시간의 속도변화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으며, 

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추월하여 이

동하지 않고 대기하도록 시뮬레이션에 논리함수 if else

를 사용하여 코딩하였다. 이동부분에 있어서 기존 연

구와 중첩되는 속도부분은 수치데이터를 시뮬레이션 

이동 변수로 참고하였다. 

Case 1은 일반휠체어 사용자가 계단으로 대피하는 

상황으로써 복도에 10명이 배치된다. 휠체어 이용자의 

평지 이동속도는 이정수 등의 선행 연구4)에서 도출된 

속도값을 참고하였으며 일반인의 이동속도는 일본건

축센터에서 발간한 ‘건축환경방재계획지침’에서 제시

한 피난속도 1 m/sec로 설정하였다5). 이 시나리오의 목

적은 계단에서의 일반적인 휠체어 환자 대피가 불가능

함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Case 2는 일반휠체어와 일반인이 동시에 계단 대피

를 하는 상황으로써 각 10명이 배치가 되었다. Case 1

의 연장선으로써 일반 휠체어 환자들과 일반인들이 혼

재되어 대하되 일반인들은 휠체어 환자의 대피를 돕지 

않고 단독 대피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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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은 계단에서의 일반적인 휠체어 환자의 대피가 

타인의 도움 없이 발생할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을 가

시화 하는 데에 있다. Case 3은 계단에 대피보조기구가 

설치된 조건으로 휠체어 이용자 10명이 단독으로 대피

를 하게 된다. 이 때, 휠체어 이용자 1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경사로에 진입하는 시간을 약 10초로 설정하

였으며 한 개의 계단선상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뒤에 

있는 휠체어 환자는 대기하도록 하였다. 휠체어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계단 경사를 하강하는 속도는 국립재

활원의 실측 실험한 결과의 평균치 속도인 0.5 m/s로 

설정하였다. 이 시나리오의 목적은 자력대피가 가능한 

보조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의 대피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

Case 4는 자력대피가 가능한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

우 일반인과의 동시대피 상황을 모사하였다.

이 때 일반인은 휠체어 환자의 대피에 관여하지 않

고 추월하여 대피를 하도록 설정하였다. Case 4는 Case 

3의 확장된 경우로써, 이 시나리오의 목적은 대피상황 

발생 시 휠체어 환자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상황

에서 일반인과 동시 대피할 경우 대피 결과를 예측하

는 데에 있다. 

Case 5는 대피보조인력이 휠체어 환자의 대피를 지

원했을 경우 대피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시나리오이다. 

대피 방식은 Fig. 5와 같이 보조 인력에 의해 계단에서

의 경사로 대피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가정

하였으며, 경사 하강 속도는 기존 연구사례에서 나온 

값을 참조하여 0.1 m/s와 0.3 m/s로 가정하였다6).

대피시뮬레이션에서 정의된 이동자들의 신체 사이

즈는 Fig. 6과 같이 휠체어 환자와 일반인으로 분류되

며, 휠체어 환자의 사이즈는 국립재활원에서 실험 중

인 휠체어 뒷바퀴 폭 0.63 m를 참고하여 가로 너비를 

0.7 m로 설정하였다. 일반인의 어깨너비 사이즈는 상

용화 대피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Simulex에서 제시된 

남성 평균의 어깨 너비인 0.54 m를 적용하였다. 

휠체어 환자의 계단대피가 가능한 Case 3 ~ Case 5

는 ‘대기 거리’ 변수와 ‘계단 진입 속도’ 변수의 설정에 

따라 대피시뮬레이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기 거

리’ 변수를 조절하게 되면 뒤에 있는 환자는 계단 하강 

직전 대기 시간의 간극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시뮬레

이션의 대피 시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Fig. 4. Simulation scenario by evacu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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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vacuation by helper.

Fig. 6. Body size condition.

실험에서는 휠체어 환자 상호간의 충돌할 수 있는 문

제를 고려하여 3.4 m의 대기거리로 설정하였다. 또한 

‘계단 진입 속도’ 변수는 휠체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착

용하고 계단보조기구 레일에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

을 결정하는 변수이다. 본 실험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0.1 m/s의 

속도로 1 m의 진입을 가정하였다. 

2.3 대피시뮬레이션 결과 

대피시뮬레이션 결과 Fig. 7과 같이 대피시나리오별 

대피시간이 산출되었다. Case 1의 결과는 일반휠체어 

환자의 계단 대피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8.의 (좌)30초와 (우)60초 경과를 보게 되면 계단 앞에

서 더 이상 이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앞에서 우왕좌왕 

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휠체어에서 이탈하지 않

는 이상 계단에서의 경사로 대피는 불가능하다.

Case 2의 결과는 일반인이 일반휠체어 환자를 방치

하고 대피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써 평균 64.75초가 

걸렸다. 이는 일반인들이 휠체어 등으로 인한 대피에 

지장을 받는다고 해도 60여 초 만에 대피하는 거리이

지만, 일반휠체어 환자는 계단 앞까지만 대피할 수밖

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 Fig. 9의 (좌)30

초를 보게 되면 일반인들은 정체되어 있는 휠체어 환

자를 추월하여 3층에서 2층으로의 계단대피를 진행하

고 있으며 (우)60초를 보면 대피가 거의 완료되어가는 

Fig. 7. Evacu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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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다. Case 3의 결과는 대피보조기구가 적

용된 계단 경사로 대피를 함으로써 평균 304.85초가 도

출되었다. Fig. 10의 (좌)30초를 보면 첫 번째 휠체어 

환자가 3층 한 개의 계단선상을 벗어날 때까지 뒤에 

있는 환자는 대기를 하고 있으며, (우)60초를 보게 되

면 동일한 방식으로 대피가 진행되고 있다. 대피보조

기구를 활용하여 대피와 대기의 패턴이 정상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휠체어 환자의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Case 4의 결과는 대피보조기구를 활용한 휠체어 환

자와 일반인이 동시에 대피를 했을 때 평균 대피시간이 

311.7초가 걸렸다. Fig. 11의 (좌)30초를 보면 일반인들

이 휠체어 환자를 추월하는 대피 초기에는 휠체어 환자

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나, (우)60초를 보게 되면 일반

인들은 거의 대피종료가 되고 남은 휠체어 환자들만의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휠체어 환자들

Fig. 8. Case 1 : Wheel chair (Left)30 sec (Right)60 sec.

Fig. 9. Case 2 : Wheel chair + Normal (Left)30 sec (Right)60 sec.

Fig. 10. Case 3 : Wheelchair assistant device (Left)30 sec (Right)6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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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계단 대피 보조기구를 통해 단독으로 대피가 가능하

다면 일반인들과 섞여서도 대피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만, 휠체어 환자와 일반인의 인원 비

율 및 인원수에 따라 병목 현상의 정도와 대피결과는 

제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Case 5-1과 Case 5-2는 대피인력에 의한 휠체어 환자

의 대피결과로써 각각 700.65초와 364.25초가 걸렸다. 

이는 대피 보조인력의 보조능력 숙련도에 따라 대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결 론 

대피시간의 효과정도를 알기 위해서 ‘Case 3 : 대피

보조기구’와 ‘Case 5 : 대피보조인력’의 대피결과를 비

교하였다. 휠체어 환자 10명이 대피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의 대피시간은 304.85초로써 대피보조인력 10명이 

Fig. 11. Case 4 : Wheelchair assistant device + Normal (Left)30 sec (Right)60 sec.

Fig. 12. Case 5-1 : Wheelchair + Helper(0.1m/s) (Left)30 sec (Right)60 sec.

Fig. 13. Case 5-2 : Wheelchair + Helper(0.3m/s) (Left)30 sec (Right)6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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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환자 10명을 각각 대피시킨 경우인 700.65초, 

364.25초 보다 모두 빠르게 나왔다. 대피보조기구를 활

용한 휠체어 환자의 대피시간 단축은 다음과 같은 의

미가 있다. 

첫째, 수직대피가 불가능하여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휠체어 환자들에게 능동적인 대피를 가능하게 함으로

써 환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는 안전약자

가 위기 상황 시 골든타임 내에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통념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여 스

스로 안전할 권리를 누리며 실천할 수 있게 해주며, 또

한 기존에 문제시되던 대피 법령과 대피 매뉴얼의 한

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대피보조인력들이 병동에 남아있는 그 밖의 

자력대피 불가환자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 현실적인 여건상 대피보조인력은 환자 수

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종사자들의 반복적인 

구조 활동은 체력을 급격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

서 휠체어 환자의 대피문제 해결은 구조를 필요로 하

는 자력대피 불가환자들에게 보조인력을 집중시킴으

로써 구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보조인력 공급난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 시뮬레이션 Case 5는 1:1 보조

인력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상적인 조건하의 결과이므

로 실제로는 더 많은 대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된다. 따라서 대피보조인력이 당장 충원되지 않는 이

상, 대피보조기구를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자력대피 불

가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인력 공급난의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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