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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으로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고층건축물이 속도로 건설되고 있다. 건축물이 

고층화 될수록 비상 시 탈출구까지의 길이  피난완료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이에 국

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피난시뮬 이션 개발에 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층건축물의 특성과 재실자들의 속성을 고려한 피난 시

뮬 이션 툴이 개발될 수 있도록 로그램의 연구방향  기 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최근 건축물들의 고층화로 인해 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험성을 이기 해, 피

난시뮬 이션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시뮬 이션이 수직  요소

보다 수평  요소에 맞추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고층건축물에서 안 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뮬 이션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고층건축물의 피난안 성 평가 시뮬 이션 개발 방향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피난시뮬 이션의 로세스  체 알고리즘은 아래의 Figure 1과 같다.

Figure 1. Algorithm of Evacuation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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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피난시뮬 이션은 재실자 특성을 고려하여 피난행동을 표 하는 보행 알고리즘, 공간의 토

폴로지를 활용한 이동 동선  쇄/병목 상 등을 반 하는 경로검사 알고리즘, 각종 재난설비

의 속성정보를 반 하여 피난에 향을 미치는 재난설비 알고리즘 등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진다.

Figure 2. Connection Strategies between FDS and Evacuation Simulation

   본 피난시뮬 이션 내부에 용되어 있는 화재데이터는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개발한 FDS(Fire Dynamics Simulator)모듈을 사용하 다. 이에 

화재시뮬 이션과 피난시뮬 이션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사용자 편의성을 증 시켰다. 

3. 결 론  

   고층건축물의 피난안 성 평가가 가능한 시뮬 이션 개발은 화재 시 험성  피해를 

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로 확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층건축물에서의 

피난시뮬 이션 개발을 한 화재 데이터 연계방안  시뮬 이션 개발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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