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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복합화 및 대형화에 따른 화재

예방 및 피해규모의 최소화를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1

년 7월부터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근거로 소방

안전에 대한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based design, 

PBD)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법

규위주설계(prescriptive-based design)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PBD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공학기반의 

화재안전 성능평가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화재안

전의 목적과 설계목표의 이해를 시작으로 화재발생 및 

성장과 관련된 화재의 특성평가 그리고 최종 정량적 근

거에 의한 화재안전성 평가를 요구하는 PBD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PBD 대상 및 대안설계와 관련된 법체계의 

정비,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의 신뢰성 확보 방안, 성능

위주설계의 검증방법 부재, 제연설비 및 수계소화설비를 

포함한 소방시스템의 문제점, 피난용 승강기의 활용방안 

부재 그리고 심의위원 선정 문제 및 복잡한 PBD 행정절

차의 등이 최적화된 화재안전설계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

는 PBD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언급되고 있다1).

Lee 등2)은 PBD 시행절차와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조

사하고 이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Nam3)

과 Jeong 등4)은 최근에 PBD 대상의 적정성, 심의결과 

및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을 PBD의 문제점으로 지적하

고 이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Lee 등5)은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화재안전

성능평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에 관한 구체

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주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2, No. 5, pp. 32-40, October 2017
Copyright@2017 by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pISSN 1738-3803, eISSN 2383-9953) All right reserved. https://doi.org/10.14346/JKOSOS.2017.32.5.32

국내 성능위주설계의 시행현황 분석

- 화재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안성호⋅문선여⋅류일현⋅최준호*⋅황철홍†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2017. 8. 9. 접수 / 2017. 9. 27. 수정 / 2017. 9. 28. 채택)

Analysis on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Domestic PBD (Performance 

Based Design) - Focusing on the Fire Scenario and Simulation

Sung-Ho An⋅Sun-Yeo Mun⋅Ill-Hyun Ryu⋅Jun-Ho Choi*⋅Cheol-Hong Hwang†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Daejeon University
*Department of Fire Protec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ugust 9, 2017 / Revised September 27, 2017 / Accepted September 28, 2017)

Abstract : The current status of Performance-Based Design (PBD) implemented in 4 wide areas (Seoul, Gyeonggi, Incheon and Busan) over the 
past 5 years was reviewed with regard to the number of PBD implementation and target buildings. Then, detailed status related to fire scenarios, 
input information for fire simulation, and grid size were analyzed with the pre-review for the PBD. As a result, the domestic PBD was mainly 
applied to the mixed occupancy. In the fire simulations performed on the identical fire scenario and fire space, the maximum heat release rate 
(HRR)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PBD designer. Various combustibles were also considered for the identical fire source, and their 
combustion properties also showed considerable uncertainty. In addition, the applicability of accurate input information for predictive models of 
heat and smoke detectors was examined. Finally, the average grid size for the fire simulation using Fire Dynamics Simulator (FDS) was analyzed, 
and the improvement of PBD to minimize designer dependency was proposed.
Key Words : performance-based design (PBD), fire scenario, fire simulation, fire dynamics simulator (FDS)

†Corresponding Author : Cheol-Hong Hwang Tel : +82-42-280-2592, E-mail : chehwang@dju.ac.kr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Daejeon University, 62 Daehak-ro, Dong-gu, Daejeon 34520, Korea



국내 성능위주설계의 시행현황 분석 - 화재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안전학회지, 제32권 제5호, 2017년 33

로 PBD에 참여하는 소방전문가의 직접적인 의견 및 설

문조사를 통해 제안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PBD의 개선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

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PBD의 문제점 및 개선방

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

해서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PBD 

시행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객관적인 현황 분석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Jang6)은 PBD 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심의를 

받은 7개 건축물 사례를 중심으로, 화재 및 피난시뮬레

이션에서 입력정보의 표준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

요 내용으로서, 화재공간에서 피난가능시간의 적용, 화

원의 종류 및 크기, 화재 성장률, 화원의 위치 그리고 

주차장 피난 인원수의 변화 등의 다양한 입력정보가 허

용피난시간(available safe egress time, ASET)과 요구피

난시간(required safe egress time, RSET)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결

과를 기반으로 하는 PBD의 화재안전성 평가결과가 설

계자의 화재역학 및 수치해석 분야의 공학적 판단에 따

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검토 대상으로 인하여, 

각 지방의 소방본부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PBD 

시행 현황의 일반화 및 통계적 의미를 갖을 수 있는 화

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입력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도

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상대적으로 많은 PBD 심

의를 개최한 4개의 광역(서울, 경기, 인천, 부산)을 대상

으로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포함한 PBD 시행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PBD 심의를 위한 사전 검토서를 분

석하여, 화재시나리오, 최대 열발생률, 화원 및 가연물

의 종류 그리고 주요 연소물성에 대한 적용 현황을 분

석하였다. 또한 화재감지기 수치모델 입력정보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위해 적용된 평균 격자크기에 대한 현황

을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시행

된 국내의 PBD의 현황 분석 그리고 화재시나리오 및 

화재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을 제시함으로서, 국내 PBD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내 PBD 현황 분석절차 및 방법

국내 PBD의 시행현황 분석은 크게 2단계를 통해 이

루어졌다. 우선 최근 약 5년간(2011년 8월∼2016년 3

월) 비교적 많은 횟수의 PBD 심의가 개최된 4개의 광

역(서울, 경기, 인천, 부산)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

간 동안 총 155회의 PBD가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년도 및 지역별 시행 횟수, PBD에 참여한 설계회사별 

비율 그리고 검토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현황이 검

토되었다. 

이후 PBD 심의를 위해 설계회사에서 제출된 총 95

개의 사전 검토서를 대상으로 화재시나리오 및 화재시

뮬레이션 입력인자에 대한 적용 현황이 분석되었다. 

이때 검토된 화재시나리오는 총 139개이다. 참고로 

PBD 설계 회사의 폐업 및 보완 등으로 인하여 자료 확

보가 어려운 60개의 사전 검토서는 제외되었다. 구체

적으로 화재시나리오에 따른 화재공간의 분류, 그리고 

이에 따른 최대 열발생률, 화원 및 가연물의 종류 그리

고 주요 연소물성에 대한 현황이 분석되었다. 또한 열 

및 연기감지기 수치모델 입력정보에 대한 활용 현황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 화재시뮬레이션을 위해 적용

된 평균 격자크기 및 천장 방향의 격자크기에 대한 현

황이 분석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국내 PBD 시행 및 적용된 화재시나리오 현황

Fig. 1은 최근 약 5년간(2011년 8월∼2016년 3월) 4

개의 광역별 성능위주설계(PBD) 시행 횟수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의 x축은 해당 년도이며, 괄호의 숫자는 

개월 수를 의미한다. PBD가 2011년 7월부터 시행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첫해인 2011년에는 4개 광역에서 총

15회의 PBD가 시행되었다. 2012년부터 2014년에 이르

기까지 PBD 시행 횟수는 평균적으로 18.3회로 큰 변화

Fig. 1. Number of PBD implementation per year for 4 wid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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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rcentage of top 5 companies implementing the PBD 
on wide areas for 5 years.

가 없으나, 2015년에는 67회가 시행되었다. 2016년에는 

상반기의 3개월만이 검토되었으나, 시행 횟수는 18회

로써 PBD에 대한 최근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광역별 PBD 시행 횟수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광역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12년∼2014년의 기간에는 서울 > 경기 > 부산 > 인

천의 순서대로 PBD의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2015년 이후 경기의 PBD 시행 횟수가 다른 광역

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다. 그 결과 약 5년간의 PBD 총 

시행 횟수를 살펴보면, 경기(66회, 42.6%) > 서울(49회, 

31.6%) > 부산(21회, 13.5%) > 인천(19회, 12.3%)의 순

서를 나타내고 있다.

Fig. 2는 Fig. 1에서와 동일하게 약 5년간 시행된 

PBD에 참여한 회사를 광역별로 분류한 것이다. 참여

한 회사는 총 16개이며, PBD 시행 횟수 기준으로 상위 

5개의 회사와 이외의 11개 회사로 분류하였다. 그 결

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상위 5개의 회사가 각각 

63%와 70%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천과 부산 지역에서 상위 5개의 회사가 차지하는 비

율은 더욱 증가되어 81%와 74%를 보이고 있다. 이 결

과로부터 상위 5개의 회사가 국내 PBD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국내 PBD에 대한 

기술 표준화의 효율성 관점에서 소수 회사에 의해 주

도되는 현재의 상황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양

한 화재 위험성 및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설계

의 방법론에 대한 획일화의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Fig. 3은 약 5년간 시행된 PBD 대상 건축물의 주 용

도별 분류를 도시한 것이다. PBD 대상 건축물의 구체

적인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으며, PBD가 

시행된 대부분의 건축물은 높이가 100 m 이상, 지하층

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m2 이

상인 특정소방대상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Fig. 3에

서 확인되듯이 복합용도 건축물이 85%로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업무용도(3%), 공업용도(3%) 

및 기타(8%)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Table 1은 기

타 용도를 제외한 지난 5년간 PBD가 적용된 용도별 

건축물의 현황을 광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경기 지역

을 제외한 서울, 인천, 부산에서 수행된 PBD는 모두 

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

합건축물은 주거, 업무, 판매 등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용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용도 건축물에 비

해 매우 다양한 화재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

한 가연물의 종류, 화재하중, 화재확산 및 피난 경로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 결과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PBD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합건 

축물의 다양한 용도별 특성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

도록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Fig. 3. Classification of target buildings applied in the PBD 
deliberation for 5 years.

Table 1. Classification of target buildings applied in PBD 
deliberation on wide area for 5 years

Occupancy
Wide area 

Mixed
occupancy

Business
occupancy

Industrial
occupancy

Total

Seoul 44 0 0 44

Gyeonggi 50 5 5 60

Incheon 20 0 0 20

Busan 18 0 0 18

Total 132 5 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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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약 5년간 시행된 155회의 PBD 중에서, 사전 

검토서가 확보된 95회의 PBD를 대상으로 화재시나리오

가 적용된 화재공간을 분류․도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고시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의 별

표 1에는 총 7가지의 시나리오 유형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 3개 이상

의 시나리오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PBD 

사전 검토서에는 주로 3개 또는 4개의 화재시나리오 공

간이 검토되었다. 95개의 사전 검토서에 고려된 총 319개

의 화재시나리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parking lot)은 

24%를 차지하며,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business 

facilities, 21%), 판매시설(sales facilities, 14%), 공동주택

(residential facilities, 12%), 근린생활시설(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10%), 숙박시설(accommodation, 6%), 문

화 및 집회시설(culture assembly facilities, 5%) 그리고 부

대시설 및 창고 등(subsidiary facilities & storage etc, 8%)

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PBD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화재분야의 연구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공한

다. 보다 현실적인 화재시나리오의 개발, 용도별 화재공

간에 대한 화재하중 및 최대 열발생률 DB를 위한 실물 

화재실험, 더 나아가 화재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인자 

DB 구축을 위한 화원 및 가연물 선정에 대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로 특정 화재공간의 시뮬레이션의 

수행을 위해서는 화원 및 가연물의 종류, 화재성장률과 

최대 열발생률, 연소열, CO 및 Soot yields 등에 대한 정보

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현황은 3.2절에서 논의될 것이다.

3.2 PBD를 위한 화재시뮬레이션 입력정보 현황

Fig. 5는 약 5년간 PBD 사전 검토서를 대상으로 대

표적인 화재시나리오 유형(특정 화재공간)에 따라 적

Fig. 5. Maximum heat release rates applied according to the 
type of fire scenario.

용된 최대 열발생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도시한 것

이다. 열발생률은 화재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화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화재안전설계를 위해 가장 기

본적이고 중요한 화재 특성치이다7). 또한 대표적인 화

재모델로서 국내 PBD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Fire 

Dynamics Simulator (FDS)8)의 활용 시, 요구되는 다양

한 수치적 및 물리적 입력인자 중에서 열발생률은 화

재거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인식되고 있

다9,10). 추가적으로 열발생률은 공급되는 연료의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명안전 기준인 호흡 한계선에서의 

온도, CO 및 가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화재시뮬레이션을 활용한 PBD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화재시나리오에 허용될 수 있

Fig. 4. Classification of facilities included in fire scenario for the PBD deliberation for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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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절한 열발생률의 적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에서 주차장 화재의 경우 평균적으로 6.75±2.38 

MW가 적용되고 있으며, 판매시설에는 4.03±1.58 MW

가 적용되고 있다.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

설에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2.49±1.51 MW, 2.31± 

0.77 MW 그리고 3.25±1.02 MW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각 PBD 사전 검토서에 제시된 최대 열발생률은 고려

된 화재시나리오, 화원 및 가연물의 종류, 환기조건 등

을 포함한 화재환경 그리고 보수적인 안전설계의 관점

에서 다양한 범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PBD 

사전 검토서는 화재역학 기반의 화재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문헌정보를 활용한 특정 화원

의 최대 열발생률을 공학적 판단 없이 그대로 적용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설계자 및 문헌정보의 출처

에 따라 동일한 화재시나리오에 대하여 최대 열발생률

의 편차는 매우 크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

지 않은 실정이다.

Table 2는 PBD 사전 검토서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화재시나리오에 의해 적용되는 화재공간에 따른 화원 

종류를 분류한 것이다. 주차장 화재의 경우, 모든 PBD 

사전 검토서에서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가

정하였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의 경우

에는 침대 > 책상 > 소파 > 싱크대 = 의자 > 냉장고의 

순서대로 화원이 설정되고 있다. 판매시설에서는 의류, 

진열대(display stand) 및 소파 화재가 주를 이루고 있으

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안방의 침대 화재와 주방의 

싱크대, 가스레인지 및 냉장고 화재를 주로 다루고 있

다. 마지막으로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냉장고, 진열상품

(displayed goods) 및 진열대에서의 화재를 주로 다루고 

있다. 화재시나리오에 따른 특정 공간에서 높은 화재

위험성을 갖는 화원의 선택은 화재환경 및 설계자의 

공학적 판단에 따라 충분한 다양성을 갖을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다양성 역시 화재 위험성에 근거한 화원

선택의 비교․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때 그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Table 3은 Table 2에서 검토된 주요 화원에 적용된 

가연물를 분류한 것이다. 이때 가연물의 선택은 화재

시뮬레이션에서 연료의 성분, 연소열, CO 및 Soot 

yields의 입력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우선 화원

이 차량으로 선정되었을 때 적용되고 있는 가연물의 

종류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PBD 사전 검토서에서는 

차량 화재의 주요 가연물을 차량 의자를 포함한 내장

재에 해당될 수 있는 폴리우레탄(polyurethane)을 적용

하고 있으며, 일부 연료에 해당되는 옥탄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FDS에서 연료의 기본 값으로 설정되고 있

는 프로판을 사용하거나, 가연물 종류를 명시하지 않

는 사전 검토서 또한 다수 확인되었다. 침대, 의류, 냉

장고 및 진열대가 화원으로 적용된 경우, 가연물은 주

로 폴리우레탄이 적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원이 

책상과 싱크대인 경우를 살펴보면, 목재(red oak)가 일

부 적용되고 있으나, 다른 화원에서와 같이 폴리우레

탄이 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 책상과 

싱크대는 Medium Density Fiberboard (MDF) 또는 

Particle Board (PB) 등의 가공목재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전 검토서에는 폴리우레탄이 적

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선택된 화원에 대하

여 비현실적인 가연물의 적용된 문제점은 크게 2가지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적용된 화재시나리오

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다양한 화원에 대한 

가연물 성분이 불명확하다. 대부분의 화원은 복합 가

Fire source　 Parking lot
Business
 facilities

Sales
 facilities

Residential
 facilities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Total

Car 75 75

Bed 29 2 18 49

Clothes 　 13 1 3 17

Refrigerator 2 3 4 8 17

Desk 15 15

Display stand 9 6 15

Sink 4 1 7 2 14

Sofa 5 4 1 1 11

Displayed goods 3 8 11

Chair 4 3 1 8

Gas range 1 7 8

Others 5 4 1 2 1

Table 2. Type of fire source applied according to fir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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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PBD 설계자

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둘째, 

각 화원에 대한 가연물의 종류가 확인되더라도 화재시

뮬레이션 입력정보에 해당되는 화학식, 연소열, CO 및 

Soot yields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단일가연물로서 문헌을 통해 쉽게 확인되고, 보

수적인 화재안전 설계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CO 및 Soot yields를 갖는 폴리우레탄이 대부분의 PBD 

설계자에 의해 선택되고 있는 실정이다. 

Fig. 6은 화재시나리오 유형에 의한 화재공간 및 화

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

연물인 폴리우레탄의 CO 및 Soot yields를 비교․도시

한 것이다. 폴리우레탄은 우레탄 결합으로 주요 구성

Fig. 6. Soot and CO yields of polyurethane according to fire 
scenarios applied in fire simulation.

요소를 가지는 사슬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가공방법 및 사용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화학식을 갖고 있으며, Table 3에서와 같이 유

연성(flexible)이 있는 폼(foam) 형태로는 GM21, GM23, 

GM27, GM29 등이 존재한다11). 그 결과 화재시뮬레이

션의 주요 입력인자인 연소열, CO 및 Soot yields 역시 

다양한 값을 갖으며, 주요 가연물로 폴리우레탄을 선

정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연소물성은 PBD 설계자의 

임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그림에서 화

재공간으로 동일한 주차장이 적용되더라도 설계자에 

따라 적용된 CO 및 Soot yields 값은 매우 넓은 범위를 

갖고 있다. 이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기된 표준편차

를 통해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업무

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적용 값

에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불명확한 가연

물 정보의 활용 및 특정 문헌정보의 인용에 따라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된 CO 및 Soot의 발생량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는 최종 호흡 한계선에서의 임

계 CO 및 가시도에 도달하는 시간인 ASET이 설계자

의 선택에 따라 크게 의존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PBD를 위해 수행되는 화재시뮬레이션의 주요 입력

인자로서, 화원의 화재성장률 및 최대 열발생률, 그리

고 가연물의 연소물성 이외에도 열 및 연기감지기 예

측모델의 정확한 입력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시뮬레이션에서는 인명안전과 관련된 

정량적 성능기준에 따른 ASET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만, 동시에 화재 발생이후 감지기의 작동시간을 예측

하게 된다. 이 감지시간(detection time)은 반응시간

(response time)과 피난시뮬레이션에 의해 결정되는 피

Combustible materials Car Bed Clothes Refrigerator Desk Display stand Sink Total

Octane 6 　 　 　 　 　 　 6

Propane 5 　 　 1 　 　 　 6

Polyurethane

Polyurethane 35 35 9 5 7 9 3 103

GM21 5 8 　 5 2 　 　 20

GM23 　 3 　 　 　 　 　 3

GM27 1 　 　 1 　 　 1 3

GM29 9 　 　 5 1 　 　 15

Polyester 1 　 3 　 　 1 　 5

Polystyrene 　 　 2 　 　 1 1 4

Polyethylene 2 　 　 　 　 　 　 2

Propylene 　 　 　 　 　 1 1 2

Wood(Red oak) 　 　 2 　 2 3 7 14

Nylon 　 　 1 　 　 　 　 1

Unclear 11 3 　 　 3 　 1 18

Table 3. Type of combustible materials applied to various fire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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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pe of reference on smoke and heat detectors 
applied in the PDB deliberation

　 Heat detector Smoke detector

Defaults in FDS 13.8% (44) 15.0% (48)

Unclear 86.3% (276) 85.0% (272)

난행동시간(movement time)과의 합을 통해 최종 RSET

의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화재시뮬레이션에서 

이루어지는 화재 감지기의 작동시간은 화재안전성 평

가기법의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핵심정보라 할 

수 있다. Table 4는 지난 5년간의 PBD 사전 검토서에 

제시된 319개의 화재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열 및 연기

감지기의 화재시뮬레이션 입력정보 현황을 정리한 것

이다. 참고로 지하 주차장에는 열감기지, 이외의 공간

에는 연기감지기가 주로 적용되었다. 2종류의 감지기

를 동시에 적용한 사례로 인하여 전체 감지기 입력정

보 수(괄호 내의 숫자)는 화재시나리오 개수와 동일하

지 않다. 열감지기 입력정보로서 FDS에서 제공되는 기

본값이 적용된 경우는 전체의 13.8% (44회)이며, 이외

의 검토된 화재시나리오(86.3%, 276회)에는 입력정보

에 대한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다. 연기감지기의 경우 

역시 열감지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

진은 국내 다양한 열 및 연기감지기를 대상으로 화재

시뮬레이션 입력인자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였으며, 화

재시뮬레이션을 통한 감지기의 작동시간에 대한 검증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12-15). 이들 연구를 통해 FDS에 

제공되는 기본값이 적용된 경우, 감지기는 실제보다 

매우 빠른 시간에 작동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짧은 

RSET의 산정으로 부정확한 화재안전성 평가결과를 제

공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다 정확한 감지기의 

작동시간 예측을 위해서는 국내에 적용되는 감지기에 

해당되는 작동인자가 고려된 화재시뮬레이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3 화재시뮬레이션 격자 설정 현황

국내 PBD의 화재시뮬레이션에 활용되는 FDS는 Large 

Eddy Simulation (LES) 기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격자

의 크기는 아격자 (Sub-grid scale) 난류유동 및 연소모델

의 의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또한 최대열발생률과 

더불어 화재 특성치의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라 할 수 있다16). 화재시뮬레이션에서 격자 크기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특성 화재직경(characteristics fire 

diameter, )17) 내부에 4∼16개의 격자가 적용될 때 타당

한 결과가 제공된다고 언급한 NUREG-193418)와  내부

에 10∼20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연구논문19)이 주로 인

Fig. 7. Ratios of characteristics fire diameter to mean grid size 
applied in the PDB deliberation.

용된다. 또한 이들 선행 연구결과에서는 공통적으로 제

안된 격자 개수는 격자 크기를 선정하기 위한 초기 설정 

값으로서, 최종 격자 크기는 격자 민감도 분석(grid 

sensitivity analysis)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최근 5년간의 PBD 사전 

검토서에 적용된 격자 크기 선정결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Fig. 7은 최대 열발생률에 따라 적용된 격자크기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y축은 특성 화재직경과 평균 

격자크기(∆ ∆∆∆ )의 비로 표현되었다. PBD 

사전 검토서에 제시된 대부분의 화재시뮬레이션은 특성 

화재직경에 4∼10개의 격자가 설정되었으며, 일부 10개 

이상의 격자가 사용되었다. 또한 모든 사전 검토서에는 

최종 격자크기의 선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결과가 제시되

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향후 화재시뮬레이션 결과에 대

한 사용자 의존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적절한 격자 크기 선정을 위한 주의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Fig. 8은 PBD 사전 검토서에 적용된 화재시뮬레이션

에서 천장 방향의 격자 크기(∆)를 도시한 것이다. FDS

의 활용 시 정육면체 형상의 격자가 가장 정확한 수치 

해를 제공하지만, 천장이 매우 높은 경우에 ∆는 x-y 

방향에 비해 다소 큰 격자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격자의 크기는 시간 및 공간 차분의 관점에서 수치 

해의 정확성 및 수렴의 안정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러나 특정 높이의 호흡 한계선(z=1.8 m)에서 온도, 농

도 및 가시도가 임계치에 도달하는 시간을 산정하는 

PBD의 화재시뮬레이션에서 ∆의 크기는 추가적인 중

요성을 갖을 수 있다. 예를 들어, ∆=0.2 m일 때 특정 

속도 로 천장에서 하강하는 연층을 고려해보자.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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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Grid sizes along z-axis applied in the PDB deliberation.

농도 및 가시도는 격자 중심에서 정의되며, 그 결과 호

흡 한계선에서 온도, 농도 및 가시도가 임계치에 도달

하는 시간 는 ±∆의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 일반적

으로 연층의 하강속도는 화재상황에 따라 상당히 낮은 

값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천장 방향으로 큰 격자 크기

의 적용은 최종 부정확한 ASET 산정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Fig. 8에서 최근 5년간 적용된 천장 방향의 격

자 크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0.2 m 이하의 크기가 적용

되고 있으나, 그 이상의 크기가 적용된 사례도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화재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보다 정확한 ASET의 산정을 위해서는 호흡 한계선 근

처의 연층 하강속도 및 천장방향의 격자 크기로 인한 

불확실성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4개의 광역(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 시행된 성능위주설계(PBD)를 대상으

로 시행 횟수 및 주요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현황

을 검토하였다. 이후 화재공간에 따른 최대 열발생률, 

화원 및 가연물의 종류 그리고 주요 연소물성에 대한 

적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화재 감지기 수치모델 

입력정보에 대한 활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재시뮬레이션을 위해 적용된 평균 격자크기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지난 5년간의 PBD 시행 횟수를 통해 최근 2년간 

PBD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PBD는 상

위 5개의 회사에 의해 전체의 70%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주로 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화재

시나리오가 적용된 화재공간은 주차장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의 순서를 보여주

고 있다. 

동일한 화재공간을 대상으로 수행된 화재시뮬레이

션에서 최대 열발생률은 PBD 설계자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화원이 적용되고 있다. 

동일한 화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가연물이 적용

되고 있으며, 화재공간 및 화원과는 상관없이 폴리우

레탄이 적용된 다수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폴리

우레탄의 연소물성(CO 및 Soot yields) 역시 매우 상이

한 값들이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된 열 및 연기감지기의 

작동시간은 피난시뮬레이션 결과와 연계하여 최종 

RSET을 산출하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그러나 대

부분의 화재시뮬레이션에서 감지기 수치모델의 입력

정보는 FDS의 기본 값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RSET 및 최종 화재안전설계의 판정 결

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FDS의 활용 시 적용된 평균 격자크기에 대한 현황

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화재시뮬레이션은 특성 화

재직경에 4∼10개의 격자가 설정되고 있으며, 모든 사

전 검토서에 격자 민감도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천장 높이방향으로의 격자 크기 선정이 갖는 

ASET의 불명확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PBD의 

현황을 분석하고 화재시나리오 및 화재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서, 

국내 PBD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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