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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vacuation time in indoor stadiums when exits that automatically open/close 

when the fire sensor is triggered are installed as a means to improve the problem of closing certain exits. 

Firstly, when spectators on the 2nd floor stands exit through the 1st floor exits, the RSET of all 

inhabitants was 529.8 seconds when the automatic opening/closing exits are broken and employees are not 

present. Secondly, when spectators on the 2nd floor stands exit through the 1st floor exits, the RSET of 

all inhabitants was 445 seconds when the automatic opening/closing exits with 750mm width are working 

but employees are not present. Lastly, when spectators on the 2nd floor stands exit through the 1st floor 

exits, the RSET of all spectators was 337 seconds when the automatic opening/closing exits with 1,500mm 

width are working and employees are present.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evacuation time is 

shortened when the automatic opening/closing exits are working. Additional comparative studies with actual 

simulations of people evacuating an indoor stadium and firefighting simulations considering smoke flow are 

necessary.

Keywords : Automatic Opening/Closing Exits, Indoor Stadium, Evacuation Safety, Locking Device, Fir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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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축의 기술발달과 공간의 활용으로 운동시설을 

위한 다양한 체육관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OO도 OO시 

OO구에 위치한 OO 실내체육관내에서 운동을 하는 선수

들과 관객,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피난에 

소요되는 시간을 통하여 안전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실내

운동시설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OO시에

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

간으로 계획된다. 건강한 삶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현대인에게 중요시 되는 신체활동, 즉 체육활동

에 참여도가 높다는 관점에서 지자체에서의 추가지원이 

빠르게 진행되리라 본다.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시

키기 위한 요인 중에서 지자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건축되어야 할 운동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될 문제로 거론되어 왔다. 앞으로는 사람들의 체육활

동 참여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 체육

관 건립 및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의 체육시설에 성능설계도 본격 도입되면서 방

화 및 내화 설계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인명 안전과 직결되

는 피난설계에서도 성능위주의 설계 도입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성능설계에서의 목적은 방문자가 화재 발생

시에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성능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방문자들이 대피할 때 피난소요시

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이러한 방문자의 피난

소요시간은 화재 발생시 연기 확산 속도, 화원의 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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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난

의 기본적인 정의에 근거하여 방문자가 건물 내부에서 외

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고려한다면 계단폭 및 외부로 연결

된 출입문의 폭이 피난 시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내체육관에 화재가 

발생하면 방문자들이 체육관내에서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1층에 비상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 잠

금장치로 잠겨진 문이 개방될수 있는 자동개폐장치[1]가 

설치 되어있는데 이 또한 피난시 피난장애가 되는 경우를 

피난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난소요시간의 단

축방안을 개선하고자 한다.

김보정, 전규엽(2017)[2]의 연구에서는 계단의 설치

에 따른 기준을 개정하도록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계단

의 배치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피난이 진행되도록 계

단 설치기준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김종윤, 전

용한(2015)[3]의 연구에서는 Pathfinder인 피난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다양

한 위험요소로 방문자들의 안전성을 인지하고, 피난 및 방

화시설의 적합여부을 검토하여 안전하게 피난을 유도하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하였다. 전인범 외(2018)[4]

의 연구에서는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실제로 피난

이 가능한지 여부를 피난시뮬레이션인 Pathfinder를 이

용하여 화재 발생시 피난하는 피난시간을 산정하였다. 이 

준(2013)[5]의 연구에서는 특정인인 보행자들의 보행행

태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는 경우와 화재 발생 상황의 긴

급한 경우에 보행행태로 분리하여 보행특성을 파악한느 

연구를 하였다. 최용석 외(2011)[6]의 연구에서는 최근 

설계계획안으로 안정성을 검토하여 차후 계획설계 될 실

내 스포츠시설의 방재계획을 개선하는 연구를 하였다. 김

보정, 전규엽(2017)과 이 준(2013)의 연구에서는 보행

자가 이동할 때 이격거리와 일상생활의 보행행태 특성의 

안전성을 연구하였고, 김종윤, 전용한(2015)과 전인범 

외(2018)의 연구에서는 피난시뮬레이션인 Pathfinder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실자가 화재 발생시 피난에 장애

요인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피난시간 산정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형건축물과 실내공간에서 화재가 발

생할 경우 피난행태와 피난계단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많

이 다루어 화재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간의 안전성

은 찾아보기에 어려웠다. 실내체육관에서 화재가 발생하

면 불특정인의 방문자들이 실내에서 안전구역으로 빠져나

가는 피난허용시간을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피난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해본다. 1층에 설치된 비

상문 중에 일부가 유지관리를 위해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재발생 시 감지기 동작상태와 연동되어 개방되

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폐쇄되었던 문도 개방

시키고 건물을 담당직원들이 빠른 시간에 잠겨진 문을 개

방해서 긴급한 상황을 대응하도록 피난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인 Pathfinder를 사용하여 피난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내체육관에서 발생되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동선수 및 관객들의 안전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조개선을 하고자 한다. 국내

에서 화재발생 시 문제되는 피난활동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피난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Pathfinder를 사용하

여 피난행태를 파악하여 실내에서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각 실과 통로 및 계단, 문을 통해 체육관 외부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피난소요시간을 최소화하도록 개선 하고

자 한다. 

2. 피난시뮬레이션

2.1 시뮬레이션의 구성

Pathfinder는 Thunderhead Engineering사에서 FDS

기반 Pyrosim과 연동된 에이전트 기반의 모델을 이용하

여 피난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7]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는 Simulex나 Building 

Exodus 있지만, Pathfinder는 요즘 주로 사용되는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실내공간의 재실 밀도에 따른 

보행 속도가 결정되며, 문들의 폭에 따라 흐름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사용하게 

되었다. Pathfinder는 대피인원이 가상이므로 한쪽방향

으로 모여드는 병목구간에서 발생되는 위험조건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계단을 내

려올 때도 긴급한 상황에서처럼 뛰어 내려오는 사람도 있

고 거동이 불편해서 보폭이 늦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프로

그램에 따른 가상공간이므로 설정된 보행속도만 유지가 

되고 넘어지거나 밀치는 현상이 반영되지 않아 피난의 2

차적인 위험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2.2 건축물의 구조의 개요

대상건축물은 2003년 3월에 건축허가 및 착공허가을 

받아 2004년 08월에 준공된 OO시 OO구에 설치된 OO체

육관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농구, 헬스클럽 및 집회시

설이 갖추어진 대상물이다. 본 건물은 지하1층 지상 2층

으로 건축면적이 2,657.82 ㎡, 건폐율은 14.92 %로 총 

연면적은 3,028.71 ㎡으로 지하1층은 전기실, 기계실 등

으로 면적은 326.67 ㎡, 1층은 체육관, 헬스클럽, 사무실 

등으로 면적은 2,373 ㎡, 2층은 관람석과 영사실, 조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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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면적은 1,021.26 ㎡으로 설계되어 있다. 체육관 1층의 

정면입구에서 앞쪽으로 무대공간, 실내 중앙에는 농구시

설이 이동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2층은 “ㄷ”자 형태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1,000여개의 고정식 객석이 설

치되어 있다. 1층 정면출구는 2개의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고, 무대부 좌, 우측에 방화문은 양개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힌지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

이 이동할 수 있는 출구규격은 1500mm이다. 무대부 좌, 

우측 문으로 이동하면 한쪽방향의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가 설치되어 개방시 사람들이 실외로 나갈 수 있는 출구규

격은 750mm가 개방이 된다. 다음 [Figure 1]은 체육관

에서 사람들이 외부로 나갈수 있도록 1층과 2층의 건축도

면에 긴급 상황시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방향을 표시

하고 있다.

(a) 1F floor plan

(b) 2F floor plan 

[Figure 1] Evacuation guidance for buildings

2.3 건축물내의 수용인원 배치기준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1층 배치인원은 

현재 근무중인 직원으로 관리실 6인, 헬스코치 2인, 기타 

사무실 4인, 미화 1인으로 근무직원과 체육관내에 운동선

수 포함 200명이고 2층은 <Table 1>의 수용인원 산정기

준에 따라 1000개의 고정좌석에 1000인과 조명실에 3인

으로 배치하였다. 화재가 발생되면 2층 관람석에서 1000

여명이 많은 인원이 4개소의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이

동한 후 일부는 1층 무대부 좌, 우측의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개폐장치가 작동하여 잠금장치가 해정되면 그 출입문

을 열고 피난한다.

<Table 1> Standard for the number of persons to be 

accommodated

Usage ㎡/person

Fixed seats Number of fixed seats

Gym 4.6

(a) Planar layout

(b) Elevation layout

[Figure 2] Evacuation simulation of OO indoor stadium

2.4 재실자 입력변수

농구경기를 응원하는 수용인원으로 시뮬레이션의 입력

변수는 <Table 2>와 같이 25~30대의 재실자로 구성되

어 보행속도, 반응시간을 산정하기 위한 신체치수를 선정

하였다. Pathfinder 프로그램은 신체치수 중 어깨너비와 

키[8]를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였고 배치인원으

로는 남성 60%, 여성 40%를 가상 배치하였으며 보행속

도는 25~30대를 기준하여 젊은층으로 설정하여 입력값

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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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ables for spectator input 

Composition 

of spectators 

in the stands

Age

Shoulder 

width

(cm)

Height 

(cm)

Applied 

walking 

speed

(m/s)

Female 

(40%)
25~39 37.1 160.2

1.19

Male (60%) 25~39 43.1 173.7

피난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필요한 피난가능시간은 레

져스포츠센터, 그 밖의 문화집회시설로서 거주자가 상시 

깨어 있으나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지 않으

므로 관리실에서 CCTV 설비가 갖춰진 방송을 통해 육성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2분미만으로 적

용하였다.[9]

2.5 시나리오의 구성 

2.5.1 시나리오 1 

2층 관중석의 인원이 객석 중간부분에 설치된 2개의 계

단은 난간이라 위험하여 좌,우측에 설치된 4개의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온 후 1층의 밖으로 이동할 경우 4개소의 

출입문 중 무대부를 중심으로 좌, 우측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개폐장치가 자동 및 수동 작동 고장으로 개방이 안되

고 직원의 외근중인 경우 자동개폐장치의 고장으로 개방

이 안되는 문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출입문을 이

용하여 실외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한다.

2.5.2 시나리오 2 

2층 관중석의 인원이 객석 중간부분에 설치된 2개의 계

단은 난간이라 위험하여 좌, 우측에 설치된 4개의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온 후 1층의 밖으로 이동할 경우 4개소의 

출입문 중 무대부를 중심으로 좌, 우측 2개의 출입문에 설

치된 자동개폐장치가 화재감지기와 연동이 되어 한쪽 문

만 개방이 되는 경우에 실외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파

악한다.

2.5.3 시나리오 3

2층 관중석의 인원이 객석 중간부분에 설치된 2개의 계

단은 난간이라 위험하여 좌, 우측에 설치된 4개의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온 후 1층의 밖으로 이동할 경우에 4개소의 

출입문 중 무대부를 중심으로 좌, 우측에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개폐장치가 작동되어 한쪽방향은 자동개방이 되고 한

쪽방향의 출입문은 체육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신속히 이

동하여 양문을 개방하게 되어 실외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

을 파악한다.

2.6 평가기준 

피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

계방법 및 기준｣의 인명안전기준에 의해 평가하였다. 이

에 대한 연구결과 중에서 무대부 좌우측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개폐장치의 고장 및 직원의 부재로 개방이 안되어 다

른 출입문을 이용할 경우 일부인원이 한쪽방향으로 이동

하므로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안전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출입문 한쪽방향에 설치된 자동개폐장치

가 화재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출입문이 개방

되고 다른 출입문은 직원들이 신속하게 개방하는 경우에

는 실내에 있는 인원 전체가 안전하게 실외로 대피할 수 

있었다.

<Table 3> Standard for evacuation time 

Usage
Evacuation 

Time

Leisure sports center, other cultural gathering 

facilities (Spectators are always awake but 

are not familiar with the building interior, 

alarms, and exit routes)

Less than 

2 min.

3. 결과 및 고찰

[Figrue 3]과 같이 체육관내에서 실외로 피난할 수 있

도록 시나리오는 유리문이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표시하였다. 자동개폐장치의 작동여부

에 따른 피난 완료 시간은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피난

소요시간(모든 재실자의 RSET, Required Safe Egress 

Time)을 <Table 3>으로 나타내었다. 피난시뮬레이션 변

수에 따르는 모든 재실자의 RSET은 출입문이 자동개폐

장치로 인한 한쪽방향의 폭이 750mm 개방시에는 445초, 

직원에 의해 양쪽문 폭이 1,500mm 개방시에는 337초, 

자동개폐장치 고장과 직원의 부재중으로 2개소의 출입문

이 개방이 안되고 다른문으로 이동하여 피난하는 경우에

는 529.8초, 모든 재실자의 RSET은 출입문 개방폭이 

1,500mm와 비교시 750mm는 32%, 개방이 안되는 경우

는 57.2%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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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tators of the basketball game

(b) Automatic opening/closing exits and 

employees present

(c) Automatic opening/closing exits and employees not 

present

(d) Broken automatic opening/closing exits and employees 

not present

[Figure 3] Evacuation time according to automatic 

opening/closing exits

연구 결과, [Figrue 3]과 같이 자동개폐장치 작동, 직원

이 신속하게 대응한 경우와 자동개폐장치 고장, 직원의 부

재중인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피난소요시간은 다르게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자동개폐장치 고장과 직

원의 부재시에 이동경로가 변경된 경우 피난계획을 고려

해야 할 인간의 본능 중 추종본능상태에서 먼저 이동하는 

사람의 동선을 따라 전체가 이동하다보니 피난소요시간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육관내부에서 유일하게 출

입문의 자동개페장치가 작동되어 폭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피난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에 직원들이 신속히 대

응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양쪽문을 개방하므로 피난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 피난

소요시간을 측정하고자 무대부 좌, 우측에 자동개폐장치

가 설치된 유리문을 기준으로 피난소요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난폭이 출입문 폐쇄시에는 자동개폐

장치고장과 직원의 부재로 다른 문을 이용하고 출입문 폭

이 750mm인 경우에는 자동개폐장치는 동작이 되어 있으

나 한쪽문은 고정폐쇄되어 있고 출입문 폭이 1,500mm인 

경우에는 자동개폐장치도 동작이 되고 직원이 폐쇄되어 

있던 문도 개방하는 경우에 피난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Table 4> Evacuation time according to conditions 

Category

Door Width

1,500mm

(Automatic 

opening/closing 

exits and 

employees 

present)

750mm

(Automatic 

opening/closi

ng exits and 

employees 

not present)

0mm

(Broken automatic 

opening/closing

exits and 

employees not 

present)

Evacuation 

Time(s)
337 445 529.8

Decrement

(%)
57.2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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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이 연구는 실내체육관내에서 출입문 일부분을 잠금장

치로 폐쇄하고 관리하다보니 위법행위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조치로 화재발생시 감지기 신호에 따라 개방되는 출

입문용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피

난소요시간을 분석하였다. 

(1) 경기장 2층 관람석에서 1층 출입문으로 피난하는 

경우 자동개폐장치 고장과 직원의 부재로 인해 다른 출입

문을 사용함에 따른 모든 재실자의 RSET는 529.8초로 

나타났다. 

(2) 경기장 2층 관람석에서 1층 출입문으로 피난하는 

경우 자동개폐장치 동작과 직원의 부재로 인해 750mm 

출입문폭을 이용함에 따른 모든 재실자의 RSET는 445초

로 나타났다. 

(3) 경기장 2층 관람석에서 1층 출입문으로 피난하는 

경우 자동개폐장치 작동과 직원들의 빠른 조치로 인해 개

방된 1,500mm 출입문폭을 이용함에 따른 모든 재실자의 

RSET는 337초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인해 피난소요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

구의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실내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

는 피난용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처벌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내체육관에서는 출입자의 통제

를 위해 일부 출입문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잠금장치로 두

고 점검 시에만 개방하면 출입의 통제가 용이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또한 자체점검을 받을 경우 

출입문을 잠금장치로 잠궈 놓아도 출입문 관리에 대한 법

적규정이 없다. 그러다보니 권고사항으로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재 등 위급한 상황 시 

개방이 되지 않아 피난시간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출입문의 유지관리

를 위해 출입문용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

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는 출입문에 자동개폐장

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가 이루어지도

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집회시설 및 체육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상시근무를 하도록 하여 화재 시 인명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

임은 되어있지만 소방안전관리자는 근무를 하지 않고 다

른 장소에서 업무를 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이용자의 피난이 늦어져서 

인명피해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상시근

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육관 및 문화집회시설의 건축물 설계 시

에는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해 피난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을 

권장한다. 설계가 완료시 일부 출입문에 잠금장치 설치를 

가정하고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용자의 피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설계설명서 등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를 명시하여 피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실내체육관내에서 화재

발생 시 실제 인원을 대피시켜 시 시뮬레이션과 비교가 필

요하고, 연기의 유동에 따른 화재시뮬레이션에 관한 추가 

연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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