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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피 상황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적합한 피난유도등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화재는 재난으로 임의묘사가 불가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피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동영상 분석을 
진행하였다. 동영상 분석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화재의 피상황에서 기존 피난유도등의 문제점과 필요한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피난유도등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피난유도등 디자인 결과, 벽부형 유도등은 LED 배치구조를 달리하여
제품의 두께를 최소화 하였다. 천정형 유도등은 복잡한 구조의 복도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형태를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피난유도등 제작에 사용되는 기준들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결과로 향후 실험측정과 전문가 자문
을 통한 보완단계를 거쳐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피난유도등, 화재, 피, 피난설비, 다중이용시설 

Abstract  Based on the analysis of fire escape situations in public facil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pose a design of emergency light suitable for fire in public facility. A video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vacuation situation of public facility because the fire could not be randomized due 
to the disaster. Through video analysis, we were able to identify inconvenience and necessary needs 
in avoiding fire in public facility and reflected them in the design of emergency light, etc. As a result 
of the design of emergency light, the wall type induction lamp had different LED layout structures to 
minimize the thickness of the product. Ceiling induction lamps have been supplemented for additional 
installation in corridors of complex struct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esigned based on the 
criteria used in the manufacture of actual emergency light and we intend to explore ways to be 
practical through further experiment measurements and complementary steps through expert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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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방문이 잦은 시설을 말

한다. 단일건물 내에 건물의 용도가 집합되어 있어 복잡
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다중이용시설 화재의 
많은 인명피해는 건축물 구조의 취약성, 가연성마감재 사
용 등의 문제로부터 발생하고 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이 크다[1].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난유도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건물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피난유도등에 한 의존도가 더 
높다[2]. 그러나 피난유도등의 설치는 공간구조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공간의 크기에만 비례하여 이루어진다[3].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난유도등은 국제표준화
기구(ISO)에 따라 제작되며 사각형의 표시면과 초록색의 
색상을 적용하는 등 제조사에 따라 제품의 외관이 다르
지 않다[4]. 이처럼 기존 피난유도등은 화재 피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 설치와 제작
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피난을 돕기 위해서는 피특성
을 반영하여 제작과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연구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피특성에 부합하는 피난유도등 
디자인을 제안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다중이용시설 피특성에 한 분석결과를 

토 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피난유도등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문헌자료와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화재 피 특성에 한 전반적인 내용
을 살펴보았다. 또한 화재는 임의묘사가 불가하여 화재영
상 분석을 통한 자체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둘
째, 피난유도등과 관련한 문헌자료를 통해 피난유도등의 
설치와 제작조건에 해 알아보았으며 피난유도등의 물
리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피특성
과 기존 피난유도등의 문제점을 조하여 기존 피난유도
등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시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디자인 개발방향을 설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다
중이용시설의 화재에 적합한 피난유도등의 디자인을 제
안하였다.

2.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대피 특성

화재 피 특성을 반영한 피난유도등을 디자인하기 위
해서는 피특성에 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
행연구 분석을 진행하였다. 건물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은 다수의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함께 이동하려는 
추종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피난유도등
과 같은 피난설비의 효과성에 한 분석으로 모의실험을 
실행한 결과 피험자의 이동경로 선택의 요인으로 피난유
도등이 51%에 해당하며 이는 화재 피에 있어 피난유도
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화재 피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이 정리된다[5-9].

Research 
Method Result of fire escape characteristics

Wook-jung 
Na 

et al.
(2017)

Simulated 
experiment

51% of the subjects are forced to 
evacuate the floor and walls facing 
the evacuation device as a factor in 
the choice of the path of travel.

Eun-Myung
Jeon
et al.
(2011)

A physical 
experiment

Evacuation ratio for straight and left 
turns is greater than right turns on 
three separate roads.

Won-Hwa
Hong
et al.
(2005)

Survey

Eighty-eight percent of the 
survivors were found to have not 
seen or been assisted by induction 
lamps during the evacuation.

Kyu-yeop
Jeon

(2003)
Survey

Most evacuees show a tendency to 
stick to the wall or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preceding person.
Light (50 percent) is the biggest 
factor that helps people escape 
when they evacuate.

Kook-Sub
Song
(2003)

Analysis of 
literature 

data 

A person familiar with the building's 
interior space configuration is found 
to obtain information about the fire 
situation and to be instructed on the 
evacuation route.
The majority of people moving in 
different directions, move.

Table 1. A Study on the Evacuation Characteristics in 
Fire

화재는 임의묘사가 불가하여 영상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피행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영상분석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군산 유흥주점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
재의 피상황이 담긴 영상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분석결
과는 Table 2와 같이 정리된다[10-12]. 분석결과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 시 사람들은 건물 구조에 익숙하지 않
아 자신이 들어왔던 주출입구를 통해 피하려는 경향이 
컸으며 군집행동과 추종경향을 보였다. 또한 넓은 면적과 
복잡한 건물구조로 인해 탈출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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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paration of Ceiling mounted Exit light

Result of fire escape characteristics

Fires at 
Jecheon 
Sports 
Center

It has been analyzed that most people tried to 
escape through windows because the only way to 
escape from the smoke-filled interior is through 
windows, other than the main entrance and the 
shelter.

Fires at 
Kunsan's 

amusement 
park

Inside, it consisted of a sofa made of synthetic 
materials, which generated toxic gas along with a 
fire, which increased combustion, which contributed 
greatly to human casualties. In addition, the 
entertainment center consists of several rooms with 
narrow passageways, and many evacuees flock to 
the narrow passageways.

Fires at
Miryang 
Sejong 
Hospital

Although four seconds passed after the fire, smoke 
was not widespread in the space, so no one was 
aware of the fire. Smoke began to get caught on the 
CCTV screen 10 seconds after the fire started, and 
hospital officials were leading patients to escape 30 
seconds after smoke began to spread through most 
of the space.

Table 2. Fire Image Analysis Results

3. 피난유도등의 물리적 특성 분석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
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
을 말한다[13]. 피난구의 위치와 피난 방향을 정확히 지
시해야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피난유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다.

3.1 피난유도등의 종류

Table 3. Type of Exit light by manufacturer1)

Ceiling mounted Wall mounted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
등이 있다. 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은 출입구의 위치
와 방향을 안내하는 피난설비로 소형, 중형, 형으로 크
기가 구분된다. 피자의 시야를 고려하여 공간의 크기에 
비례한 유도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영화관과 같
은 무 시설에 주로 설치된다. 피난유도등은 설치방식에 

1) 한국소방공사 https://smartstore.naver.com

따라 천정형과 벽부형으로 나뉘며 천정형은 단면, 양면으
로 구분되며 벽부형은 단면으로 피자에게 단방향의 정
보만을 제공한다. Table 3은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는 유
도등으로 설치방식에 따라 제품의 형태는 차이를 보인다.

3.2 피난유도등의 구조
피난유도등은 설치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충격에 의해 기능에 장애를 받지않는 구조를 가져
야 한다. 벽부형 유도등은 벽에 부착하는 것으로 축전지
와 LED 등의 부품은 표시면과 동일한 위치에 놓여 좌우
로 나란하게 배치된다. 벽부형 유도등의 구조는 Fig. 1와 
같다.

Fig. 1. Separation of Wall mounted Exit light

천정형 피난구유도등의 구조는 Fig. 2와 같다. 천정에 
부착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구동에 필요로 하는 부품과 
비상구조명부는 표시면의 상단에 위치한다. 또한 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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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되어 표시면이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를 가지져 양면
의 정보를 피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벽부형
과 차이점가 있다.

3.2.1 제작기준
피난유도등의 외함(몸체)은 점검스위치, 교류전원 표

시등, 축전지 감시 표시등이 위치하며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4조의 내용에 따르면 유도등
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호의 규정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을 지닌 부품이어야 한
다. 또한 스테인레스와 두께 3mm이상의 유리 등 열에 
의해 파손이 적은 난연재질을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표시면은 유도등에 있어서 피난구나 피난방향을 안내
하기 위한 문자, 부호등이 표시된 면을 뜻한다. 표시면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국제표준
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유
도등에 사용되는 표시면과 조사면의 재질은 열등에 의하
여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 변질 또는 변색이 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유도등의 표시면의 규격은 다음 Table 
4 에 의해 규정되어 제작되고 있다. 피난구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의 표시면은 규격에 차이가 있다.

1 to 1 (mm)
etc

Short side(mm)

Exit light

L more than 200 0.10

M more than 140 0.07

S more than 110 0.036

Aisle
Exit light

L more than 200 0.16

M more than 110 0.036

S more than 85 0.022

Table 4. Criteria for the specifications of sign

국제표준화기구(ISO 3864-1:2011 _ 모양, 안전 색상 
및 비 색상의 의미)은 표시면의 형태, 색상에 한 기
준을 제시한다[14]. 표시면의 형태는 사각형을 유지해야 
하며 주요색상은 초록, 비색상과 그래픽 색상은 흰색으
로 구성된다. 피난유도등에 적용되는 그래픽은 다름 Fig. 
3와 같다. 이 그래픽은 주로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 픽토
그램으로 활용된다. 피방향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흰색 바탕의 보조 화살표 기호를 활용할 수 있
다.

Fig. 3. Pictogram image2)

3.3 피난유도등의 설치
3.3.1 설치대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특정소

방 상물의 용도에 따라 설치를 권장하는 피난설비는 다
양하다. 그러나 출구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피난구유
도등과 통로유도등은 설치장소 구분 없이 모든 소방 상
물에 설치된다.

3.3.2 설치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서 

제시하는 피난유도등의 종류에 따라 설치간격과 높이를 
규정하며 그 내용은 Table 5과 같다. 피난구유도등과 거
실통로유도등은 1.5m이상, 복도통로유도등과 계단통로
유도등은 1m이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Exit
light

Hallway
Aisle exit 

light

Livingroom
Aisle exit 

light

Stair
Aisle exit 

light

Installation 
location

Main
entrance Hallway Living room 

aisle
Install at 

every slope
or landing on 

each floor

stairway 
entrance
corridor 
entrance

Install every 
20m

Install every 
20msafety 

compartmen 
entrance

Installation 
height

More than 
1.5 m from 

the floor 
height.

Not more 
than 1 m 
from the 

floor

More than 
1.5 m from 

the floor 
height.

Not more 
than 1 m 
from the 

floor

Table 5. The installation location and height of 
Emergency light

2018년 8월에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 법률에 따르면 화재발생 시 피난구 유도등이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피정보를 제공하는 유도

2)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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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음성점멸유도등이라 한다. 음성점멸유도등의 설치
기준은 공공건물과 편의시설을 기준으로 설치를 권장하
고 있으며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이 해당
한다. 음성점멸유도등의 형태는 Fig. 4와 같으며 기존의 
피난구유도등에 스피커와 점멸등이 포함된 형태이다. 음
성점멸유도등은 설치의무 시행기간이 길지 않아 형태적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Fig. 4. Voice flashing Emergency light

4. 피난유도등 디자인 제안

4.1 디자인방향 설정
동영상분석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특성 및 화재 피상황을 이해하였고 그 결과 현재 보급
되어 있는 피난유도등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상황 
시 피난설비로서 가지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기존 피난
유도등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상황에 조하여 가지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현재 피난유도등의 설치기준은 설치간격과 높이에 
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의 구조는 건물마다 다르며 공간의 구조에 따라 설
치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관리자 별로 부
착 위치가 상이하다.

② 벽부형 유도등은 LED가 가로배열로 배치되는 구조
를 가져 천정형 유도등에 비해 두께가 두껍다. 이는 
고시원, 실내 게임장과 같이 좁은 복도를 가지는 다
중이용시설에서 화재 시 장애물로 작용한다.

③ 다중이용시설은 사거리, 삼거리 등 건축물 마다 다
양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평면형태의 표시면을 
부착해야 하는 피난유도등의 제작기준에 따라 구부
러진 복도나 사거리공간에서 직관적인 정보제시가 
어렵다.

④ 최근에 들어 음성점멸유도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음성점멸유도등의 형태

는 기존 유도등에 스피커와 점멸등이 부착된 형태
에 가깝다. 형태적 개발이 미흡하여 주변 실내 인
테리어를 해친다.

⑤ 백화점, 형마트 등이 속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
내 인테리어의 중요성이 크다. 실내조명과 같이 주
변 인테리어에 걸 맞는 형태를 설치하는 것이 좋
다. 그러나 형태를 선택하여 설치할 만큼 현재 출
시되어 있는 제품은 다양하지 않고 제조사별로 형
태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테리어의 
경향을 반영한 형태로 피난유도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한 다중이용시설의 환경적 특성과 피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피난유도등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들
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등을 개발하기 위
한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였고 다음과 같다.

1) 통행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 
기존의 벽부형 유도등은 가로 배열로 LED를 배치하

여 두께가 두껍다는 단점을 가진다. 그러나 표시면의 규
격을 기준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외함(몸체)의 규격에 

한 제작기준은 없어 좁은 통로에 두께가 두꺼운 피난
유도등이 설치 될 수 있다. 두꺼운 유도등이 좁은 통로에 
설치되면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며 사람이 밀집되
는 상황에서 장애물로 작용한다. 사람들의 통행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규격과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2) 인테리어 경향이 반영된 디자인 :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인테리어에 반영하는 등 인테리

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가구, 가전 등 일반 
산업제품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 장식 효과에 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컬러의 구성과 새로운 형태 
등 일반 산업제품에도 장식 요소의 반영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피난유도등은 제조사마다 유사
한 형태를 지니며 변화하는 주변공간에 걸 맞는 적극적
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전되는 실내 디자인
과 인테리어 경향에 맞추어 피난유도등의 형태도 변화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테리어 경향은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낸 미니멀리즘이 자리 잡고 있어 볼드하고 투머치한 
장식보다는 본질에 중점을 둔다[15]. 이 같은 최근 인테
리어 경향에 따라 피난유도등도 기능성에 중점을 두어 
모던한 형태로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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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
형 판매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여러 형태의 통로

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Fig. 5와 같이 직선, 구
부러진 통로, 사거리 등 통로의 형태는 다양하며 통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의 방향은 다르다. 기존의 피난유
도등은 단면, 양면으로 구성되어 두 방향의 정보까지만 
제공하여 사거리와 넓은 면적의 공간에서는 직관적인 정
보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통로의 형태에 관계없이 직관적
인 정보가 제공되어 출구로의 신속한 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Fig. 5. Different direction of evacu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passage

4.2 최종 디자인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시 피상황에 적합한 피난유도

등 하였고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은 음성
점멸유도등으로 교체되며 음성점멸유도등과 기본형 유도
등이 주변에 인접하여 설치되었을 때 두 제품 간의 조화
를 위한 것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가. 벽부형 유도등
표시면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틀의 면적을 최소화하여 

볼드하고 투머치한 장식을 배제하는 미니멀리즘 경향을 
유도등 형태개발에 반영하였다.

Fig.6은 피난구유도등의 최종디자인으로 음성ㆍ점멸
기능을 가진다. 음성기능을 위한 스피커는 제품 뒷면에 
위치한다. 스피커를 제품의 뒷면에 배치함으로서 표시면
의 면적이 넓고 정보이미지의 가시성을 높다. Fig.7은 통
로유도등에 해당하는 기본형 피난유도등의 최종 디자인
이다. Fig 8는 벽부형 유도등의 분리도로 기존의 피난유
도등의 구조와 달리 세로배열로 LED를 배치하여 제품의 
두께를 최소화하였다.

Fig. 6. Wall mounted Voice flashing Emergency light 
(200 x 240mm)

Fig. 7. Wall mounted Emergecy light(200 x 240mm) 

Fig. 8. Structure of Wall mounted Voice flashing 
Emergency light

나. 천정형 유도등
기존의 천정형 유도등은 천정과 맞닿는 면적이 넓어 

두 제품을 붙여서 설치를 할 수 없었고 설치기준의 범위 
또한 넓어 피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는 공간에 피난유도
등이 설치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안
하는 디자인은 천정과 맞닿는 면적을 좁혀 두 제품을 가
깝게 설치할 수 있도록 형태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형태
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좁은 복도에도 설치가 가능하
며 추가적인 제품을 설치함으로서 최  2방향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었던 기존 설치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Fig. 9은 천정형 음성점멸유도등으로 피난구유도
등으로 사용된다. 점멸등 LED를 가로로 길게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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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시 점멸효과를 높였고 스피커의 위치를 제품의 
옆면에 배치하여 제품 정면에서 보았을 때 심플한 느낌
을 준다, Fig. 10은 음성과 점멸기능이 없는 천정형 유도
등으로 거실복도통로유도등으로 이용된다. 

Fig. 9. Ceiling mounted Voice flashing Emergency light 
(220x35x275mm)

Fig. 10. Ceiling mounted Emergecy light 
(220x35x275mm)

5. 결론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방문이 잦은 시설을 말
한다. 건물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피난유도등
에 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기존 피난유도등은 화재 

피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 
설치와 제작이 이루어진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시 
직관적인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에서 사람
들의 피난을 돕기 위해서는 피특성을 반영하여 제작과 
설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피특성을 반영하는  피난유도등 디자인을 제안한
다. 미니멀리즘 경향을 유도등의 형태를 구성하는 데에 
반영하였으며 천정형, 벽부형으로 나누어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벽부형은 세로배열로 LED를 배치하여 제품
의 두께를 최소화하였고 이는 좁은 피 환경을 고려한 
결과이다. 천정형 유도등은 천정과 맞닿는 면적을 좁혀 
두 제품을 가깝게 설치할 수 있도록 형태를 보완하였으

며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좁은 복도에도 필요에 따라 추
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 연구는 실제 피난유도등 
제작과정에 사용되는 기준들을 토 로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향후 상자가 참여한 실험측정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보완단계를 거쳐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바탕으로 연
구를 진행함에 따라 화재 피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였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의 피환
경을 조성하는 관련 산업분야와 화재예방 분야의 학문발
전에 기여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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