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근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

업용 건축물에서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업용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난경로가 복

잡하고 연기 및 화염의 진행방향이 재실자의 피난방향과 비

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화

재에 의해 발생되는 연기로 인하여 재실자의 가시거리는 급

격히 감소되며, 이는 곧 재실자의 보행속도 및 피난허용시간

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재실자의 밀도가 매우 높아 피난시 특정 구획에 병목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성능기반 피

난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성능기반 피난설계를 건축물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건축물에 대한 복잡한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화재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피난허용시간을 도출할 수 

있는 피난허용시간 예측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Stankovi et al.[1]은 액화천연가스(liquid natural gas) 터미널

을 대상으로 전산 유체 역학(CF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없이도 안전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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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re occurrences and fire casualties  of commercial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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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도출할 수 있는 퍼지논리 기반 피난 모델을 제안하였

다. 또한, Shin et al.[2]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사무실에서

의 화재 시 피난소요시간을 피난시뮬레이션의 수행 없이 계산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

운 건물에 대한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도출된 피난소요시

간과 비교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Oh et al.[3]은 업무용 빌딩

에 대한 피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유독가스의 거동에 따른 

피난허용시간을 평가하였다. Park et al.[4]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

화된 화재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Kim et al.[5]은 영화관에 

대한 피난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재실자의 원활한 피난을 위

한 개구부 위치, 크기 등의 상세를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화재

안전성 평가뿐만 아니라, 재실자의 효율적인 대피를 위한 피난 

설비 개발을 위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6,7]. 

한편, 공학 분야에서는 입력 및 출력 변수의 불확실성이 크

고 상호간의 메커니즘이 복잡하여 수치해석이 어려운 문제를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모델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10]. 인공신

경망은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기반으로 입력변수와 

출력변수 간의 복잡한 비선형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비선

형 회귀분석 모델로써 피난허용시간과 같이 이론적으로 계산

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학습(training) 과정을 통하여 

결과값의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이미 학습된 모델에 대해

서는 입력값이 주어지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화재 및 피난 설계에 적용한다면,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온

도 및 독성가스  측정 장치를 통하여 도출된 데이터를 활용하

여 실시간으로 피난허용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11-12].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상업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화재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온도와 가시거리, 온도와 독성가

스 농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더불어, 이에 대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허용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을 개발하였다. 또한, 제안된 인공신경망 모델이 다른 상업용 건

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제안모델을 통해 

도출된 피난허용시간과 화재 시뮬레이션으로부터 도출된 피난

허용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제안모델의 합리성을 검증하였다.

2. 화재 시뮬레이션

2.1 화재 시뮬레이션 개요

이 연구에서는 성능기반 설계에서 많은 연구자로부터 검증 

및 인정된[13-15] Fire Dynamics Simulator(FDS)[16-17]를 활

용하여 일반적인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화재 시뮬레이션 대상 상업용 건축물은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바닥면적 3150 m2 (75 m × 42 m) 규모이며, 

메쉬(mesh)의 크기는  0.38 m × 0.43 m × 0.43 m이다[18]. 메

쉬 크기는 FDS User guide[16-17]에 제시되어 있는 식 (1)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1)

여기서, 는 열방출률(kW), ∞는 주변공기 밀도(1.204 

kg/m3), 는 주변공기 비열(1.005 kJ/kg․K), ∞는 주변공기 

온도(293 K), 및 는 중력가속도(9.8 m/s2)를 의미한다. Table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재 시나리오의 주요 변수는 연료(fuel)

의 종류와 화원의 위치로 설정하였다. 연료는 상업용 건축물 내 

Fig. 2 Plan of commercial building for F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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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Polyurethane foams, Wood로 계획

하였으며, 화원의 위치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개의 구

획(①∼⑩)으로 계획하였다. 연료의 물성치는 SFPE(Society of 

Fire Protection Engineers handbook)[19]에 제시된 값을 사용

하였다. 가연물은 상업용 건축물에 주로 배치되는 의자, 테이

블 및 소파 등으로 가정하였으며, 각 가연물의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HRR)은 NCFS(National Center for Forensic 

Science)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였다[20]. 시간

에 따른 열방출률은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은 t-squared 화재

곡선[17]을 모사하기 위하여 식 (2)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2)

여기서,  화재 성장속도는 Slow, Medium, Fast 및 Ultra 

Inputs Characteristics

Materials

Fuel type: Polyurethane foams (GM23)

Formula: CH1.8

CO yield: 0.031

Soot yield: 0.227

Fuel type: Wood (red oak)

Formula: CH1.7O0.72N0.001

CO yield: 0.004

Soot yield: 0.015

Measurement 

devices

Device types:

Temperature, (℃)

Visibility, (m) 

 Oxygen, O2

Carbon dioxide, CO2

Carbon monoxide, CO

Total number of devices: 237

Interval: 1 m 

Installed height: 1.8 m

Ventilation

Condition: Natural ventilation

Windows and doors:
26 openings considered 

open at all times

Opening ratio: 14.1%

Compartments

Total fire sources: 10

Fire growth rate: Medium

Burning area: 1 m × 1 m

Table 1 Input characteristics of design scenario

Fig. 3 Heat release rates for t2 fires

Scenarios No.
Fire Source* Total HRR, Q (kW) Ramp-up time, t (sec.)

Fuel Type: Polyurethane foams (GM23) Fuel Type: Wood (red oak)

1 11 1 11404.9 986.47

2 12 2 20099.1 1309.56

3 13 3 7968.7 824.57

4 14 4 10137.4 930.04

5 15 5 8233.9 838.18

6 16 6 5068.7 657.63

7 17 7 2168.7 430.17

8 18 8 34214.7 1708.61

9 19 9 14299.1 1104.56

10 20 10 8504.9 851.87

*The fire source number indicates the location of fire source represented in Fig. 2

Table 3 Fire scenarios for analysis

Physical property Performance criteria

Breath height limit 1.8 m from the bottom

Temperature limit Less than 60℃

Allowable visibility More than 5 m

Allowable Toxicity limit 

CO Less than 1,400 ppm

O2 More than 15%

CO2 Less than 5%

Table 2 Tenability criteria in NFP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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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로 분류되고, 는  HRR(kW), 는 화재성장계수, t는 시

간(s)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화재 시뮬레이션에서는 ‘Structural 

Design for Fire Safety’[22]를 참조하여 시뮬레이션 대상의 화

재성장을 중간(Medium)으로 설정하였다. 환기조건은 자연환

기 상태를 가정하였으며, 대상 건축물의 벽면 대비 개구부의 비

율은 약 14.1%이다. 일반적으로 화재발생 시 재실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자는 독성가스, 열, 가시거리 등이 

있으며[19],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서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명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20개의 화재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Fig. 2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총 237개의 위치에 1 m 간격으로 측정장치를 배

치하였다. 또한, 측정정치는 NFPA에서 제시하는 인명안전 

기준에 따라 바닥에서 1.8 m의 높이에 설치하였으며, 화재실 

및 비화재실의 온도(Temperature), 가시거리(Visibility), 산소

(O2), 이산화탄소(CO2) 및 일산화탄소(CO)의 농도를 측정하

였다.   

2.2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화재실

과 비화재실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Fig. 4는 화재 시나리오 1

과 11에 대한 화재실에서 연료의 종류 및 온도에 따른 가시거

리, 산소,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대표적으로 나

타낸 것이다. 여기서 붉은색 점선으로 나타낸 선은 Table 2에 

나타낸 인명안전 기준을 의미한다. Fig. 4(a)에 나타낸 바와 같

이 화재실의 온도가 한계값인 60℃에 도달한 시점에서의 가

시거리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약 0.5 m(Polyurethane), 6.8 m 

(Wood)로 나타났다. Fig. 4(b)에 나타낸 온도에 따른 산소의 

농도를 살펴보면, 화재실의 온도가 60℃에 도달한 시점에서 

연료의 종류에 따른 산소의 농도는 20.1%(Polyurethane), 

20.4%(Wood)로써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Fig. 4(c)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104 

ppm(Polyurethane) 및 13 ppm(Wood)의 농도를 나타내었으

며, Fig. 4(d)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이산화탄소 농도는 연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Fig. 5는 Polyurethane 연료를 사용한 화재시나리오 1번의 

경우에 대하여 비화재실에서의 화원으로부터 거리 및 온도에 

따른 가시거리, 산소,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나

타낸 것이다. Fig. 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온도에 따른 가시

거리는 화원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는 화재발생과 동시에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기 

(a) Visibility (b) Oxygen (O2)

(c) Carbon monoxide (CO) (d) Carbon dioxide (CO2)

Fig. 4  FDS analysis results per fuel type at fire compartment (Fire sour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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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sibility (b) Oxygen (O2)

(c) Carbon monoxide (CO) (d) Carbon dioxide (CO2)

Fig. 6 Normalized curves according to distance from fire compartment for Polyurethane fuel case (Fire source 1)

(a) Visibility (b) Oxygen (O2)

(c) Carbon monoxide (CO) (d) Carbon dioxide (CO2)

Fig. 5  FDS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distance from fire compartment for Polyurethane fuel case (Fire sour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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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온도에 따른 

산소의 농도는 화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온도에 따른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에는 Figs 5(c) 및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재발

생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화재실 및 비화재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

과를 토대로 Table 2에 나타낸 인명안전 기준에 따라 피난허

용시간을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

다. Fig. 6은 인공신경망 학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그룹을 분

류하기 위하여 화재실 및 비화재실에 대한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NFPA의 인명안전 기준에 따라 정규화하여 나타낸 것

이며, 각 그래프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기울기 값

을 그래프 내에 나타내었다. 화재실의 경우에 대해서는 인공

신경망 학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그룹을 별도로 나누지 않

았으며, 비화재실의 경우에 대해서는 화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3가지 DB 그룹(그룹 1: 1 m - 15 m, 그룹 2: 16 m - 25 m, 

그룹 3: 26 m - 50 m)으로 분류하였다.

3. 인공신경망(ANN)을 활용한 화재 

피난시간 예측

3.1 인공신경망 학습

인공신경망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입력변수와 출력

변수 간의 복잡한 비선형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인공신경망 모델에는 뉴런이라는 정보처리 인자가 존

재하며, 뉴런은 입력변수와 출력변수 간 관계의 강도를 나타

내는 서로 다른 가중치(weight)로 연결되어 있다. 학습

(training)은 가중치 값을 계속적으로 수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시키는 단계를 의미한다[23-26]. 인공신경망 모델은 입력층

(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및 출력층(Output layer),

으로 구성된다. 가중치는 각 뉴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역

치(bias)는 은닉층과 출력층의 뉴런에만 적용된다. 또한, 인공

신경망의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는 입력값으로부터 

다음 계층으로 전달하는 출력신호를 생성하는 함수이며, 기

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sigmoid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고 있

다. sigmoid 활성화 함수는 인공신경망에서 층의 깊이가 깊어

질수록 앞 단으로 기울기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현상인 

기울기 소실 문제(vanishing gradient problem)가 발생하여 입

력층에서 은닉층 간의 전달을 위한 활성화 함수로 사용이 어

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를 개선한 hyperbolic tangent sigmoid 

함수가 인공신경망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하나의 값이 

도출되는 은닉층과 출력층 간의 전달은 선형 전달함수인 Pure 

linear 함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27].

이 연구에서는 화재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하여 인공신경망 학습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화재실에 대한 피난허용시간을 도출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하였다. 인공신경망에는 2계층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Feedforward network)를 적용하였으며,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은닉층에는 Hyperbolic tangent 

sigmoid 활성함수, 출력층에서는  Pure linear활성함수를 사용

하였다. 또한, 학습 알고리즘으로 역전파 알고리즘(Back 

Propagation) 기반인 Levenberg Marquardt(LM) 방법을 활용

하였다[28-30]. 

인공신경망 학습은 화재실과 비화재실로 나누어 수행하였으

며, 입력변수로써 피난허용시간 평가에 필수적인 영향인자를 

모두 고려하였다. 화재실에 대한 인공신경망 모델의 경우에는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력층은 온도(Temperature), 가시거

리(Visibility), 산소(O2), 이산화탄소(CO2) 및 일산화탄소(CO)

를 고려하여 총 6개, 은닉층은 5개, 출력층은 피난허용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비화재실에 대한 인공신경망 모델의 경우에는 화

원으로부터의 거리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총 7개의 입력층으

로 구성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인공신경망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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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ructure of ANN model at fire compartment 



학습(training), 검증(validation) 및 확인(test)에 사용된 데이터

의 비율은 각각 70%, 15% 및 15% 이었으며, 데이터는 무작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도출된 결과값()은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은 정규화된 입력값, 과 는 가중치

(weight), 과 는 역치(bias), 은 은닉층의 활성함수, 

는 출력층의 활성함수를 의미한다. Table 4에는 화재실의 인

공신경망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들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대표

적으로 나타내었다.    

3.2 인공신경망 학습결과 및 피난허용시간 평가결과

인공신경망 모델의 학습과정을 통하여 화재실 및 비화재실

에 대한 피난허용시간 예측 알고리즘의 가중치(weight) 및 역

치(bias)를 도출하였으며, Tables 5에는 화재실에서 도출된 값

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었다. Fig. 9에  제안 인공신경망 모델의 

화재실에 대한 학습결과를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시뮬

레이션 결과의 결정계수(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는 

모두 0.9 이상, 평균절대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는 0.4 이하, 평균제곱근오차(MAE, Mean Absolute 

Error)는 0.005 이하의 값을 보여 인공신경망 모델이 매우 잘 

학습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공신경망 검중

4.1 인공신경망 검증 개요

제안된 인공신경망 모델이 다른 상업용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Fig.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바

Hidden neurons Bias 1 (b1) 
Weight 1 (W1) Weight 2 (W2)

Temperature, ℃ CO, ppm CO2, % Time after fire, s O2, % Visibility, m ASET, s

1 -0.385 0.559 0.470 0.387 -0.833 -1.543 -0.588 -1.844

2 1.375 -0.522 1.177 1.187 -2.232 0.466 -0.037 -0.179

3 1.585 -1.575 -0.529 0.729 0.319 -0.919 0.725 -0.594

4 1.047 0.531 -0.903 0.621 0.543 -0.965 0.777 1.050

5 -1.872 -0.712 0.516 -1.835 0.693 0.862 1.056 -2.876

Bias 2 (b2) =  -1.859

Table 5 Weight and bias at fire compartment

Parameters Min Max

Temperature, ℃ 20.93 128.49 

CO, ppm 1.60 34.07 

CO2, % 0.04 0.95 

Time after fire, s 9.84 218.71 

O2, % 19.65 20.77 

Visibility, m 1.59 30.00 

ASET, s 0.74 255.88

Table 4 Range of input parameters and ASET at fire compartment

Fig. 9  ANN training results (fire compartment) Fig. 10  Plan of commercial building for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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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면적 3187.3 m2 규모의 새로운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주요변수는 앞서 수행한 시뮬레이션과 동일하

게 연료의 종류와 화원의 위치로 설정하였다. 연료는 Polyurethane 

foams 및 Wood를 고려하였으며, 화원의 위치는 5개의 구획으로 

계획하여 Table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총 10개의시나리오에 대한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화재 성장곡선은 연료에 따른 화

재하중을 산정하여 최대 열방출률을 t-squared 화재곡선에 적용하

였으며, 화재성장율은 중간(Medium)으로 설정하였다. 

4.2 인공신경망 검증 결과 

Table 7은 임의의 화재 시점에서의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으로써, 화재 시뮬레이션으로부터 도

출된 온도(Temperature), 가시거리(Visibility), 산소(O2), 이산

화탄소(CO2) 및 일산화탄소(CO)를 제안 인공신경망 모델에 

입력하여 피난허용시간을 산정한 것이다.  Fig. 11 및 Table 8

에는 FDS 및 인공신경망 모델을 통해 출력된 피난허용시간

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검증결과, FDS와 인공신경망 모델

의 평균 오차율은 약 13%에 불과하였으며, 결정계수는 0.91

로써 제안모델이 상당한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Scenarios No.
Fire Source* Total HRR, Q (kW) Ramp-up time, t (sec.)

Fuel Type: Polyurethane foams (GM23) Fuel Type: Wood (red oak)

1 6 1 5415.4 679.8

2 7 2 7220.6 784.9

3 8 3 9025.7 877.6

4 9 4 11277.4 980.9

5 10 5 3724.08 563.7

*The fire source number indicates the location of fire source represented in Fig. 10

Table 6 Fire scenarios for validation 

No Time after fire, s Temperature, C° CO, ppm CO2, % O2, % Visibility, m 

1 15.6 21.9 3.385 0.048 20.8 12.0

2 39.2 33.7 4.578 0.161 20.6 18

3 44.7 34.7 4.96 0.171 20.6 16.9

4 72.1 65.1 14.351 0.423 20.3 6.4

5 39.2 33.7 4.672 0.164 20.6 17.7

6 39.1 33.2 4.335 0.155 20.6 19

7 65.1 56.8 11.541 0.347 20.4 7.7

8 32.6 32.6 3.498 0.132 20.7 23.7

9 63.1 52.9 1.031 0.314 20.4 8.5

10 18.4 23.8 6.807 0.057 20.7 6.0

Table 7 FDS analysis results for validation 

Fig. 11 ANN validation results (fire compartment) 

Case No.
Safe time, s

(FDS)

Safe time, s 

(ANN)

Error, 

s

Error, 

%

1 4.50 4.71 0.21 4.8

2 60.40 54.10 6.3 10.4

3 34.90 28.10 6.8 19.5

4 16.96 14.68 2.28 13.4

5 49.80 55.00 5.2 10.4

6 44.00 52.00 8 18.2

7 18.00 14.40 3.6 20.0

8 79.40 86.60 7.2 9.1

9 25.90 32.10 6.2 23.9

10 1.77 1.84 0.07 3.83

AVG. 4.59 13.36

Table 8 Validation results of A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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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상업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시 피난허용시간을 도출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발

하였다.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화재 시 온도와 가시거

리, 온도와 가스 농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업용 건축물에서

의 화재발생 시 화재실 및 비화재실의 피난허용시간을 도출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화재실에서 재실자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온도 및 가시거리로 나타났으며, 이

산화탄소(CO2) 및 일산화탄소(CO)의 농도는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시뮬레이션 변수 간의 정규화된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개발된 인공신경망 모델은 학습에 사용된 시뮬레이션 결과뿐

만 아니라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도

출된 피난허용시간도 매우 우수한 정확도로 평가하였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하여 제안 인공

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였지만, 추후 아파트, 지하구조물 등 다

양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화재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확보

함으로써 제안모델의 적용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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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상업용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난경로가 복잡하고 연기 및 화염의 진행방향이 재실자의 피난방향과 비슷하기 때

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성능기반 피난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성능기반 

피난설계를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건축물에 대한 복잡한 화재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피난허용시간을 도출할 수 있는 피난허용시간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면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온도와 가시거리, 온도와 유독가스 농

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피난허용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ANN) 모델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인공신경망 모델이 다른 상업용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상업용 건축물에 대

한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제안모델은 이 상업용 건축물의 화재 시 피난허용시간을 매우 우수한 정확도로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상업용 건축물, 화재, 인공신경망, 피난허용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