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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건축물은 대형화, 고 도화, 다기능화가 되

면서많은재실자들을수용하고있으며, 이것은곧그만큼

화재시인명피해의증가또는대형재난의위험성이증가

하고있음을의미한다. 특히다중이용시설은다른건물과

비교해유효면적당재실 도가높고, 건물의지리에익숙

하지않을확률이높으며, 진열대등의배치형태와다양한

가연물의 진열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본질의 피난계획에

매우큰 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 이러한건물에화재

가발생할경우진압의어려움이따르고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된다
1)
.

따라서본원고에서는오피스건물의회의실을대상으

로컴퓨터시뮬레이션을활용하여화재및피난성능에대

한정량적검토를수행하고, 이를토대로건물의초기설

계단계에서의화재및피난에대한방재설계타당성여부

를평가하고자한다.

적용된모델은Zone Model이며, 평가 Tool은상용시

뮬레이션프로그램중미국NIST에서개발한FAST ver.

3.1.7 를사용하 다.

FAST(Fire growth And Smoke Transport) ver.3.1.7

의 모체인 CFAST(the Consolidated model of Fire

growth And Smoke Transport)는 Zone Model이며엔

탈피와 질량/시간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정식들의 풀이를

기초로하고있다. 이방정식들은질량, 에너지, 모멘트의

1) 이수경, 이상준, “피난모델을이용한대형할인매장의화재시피난에관한연구”, 한국화재ㆍ소방학회제14권4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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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법칙과이상기체상태방정식에서유도된공식들이다.

즉, CFAST는 화재의 성장과 확산을 수치학적으로 해석

하기 위한 방정식들을 능률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모델이

라고할수있다.

FAST는 이전의 대표적인 화재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Hazard Ⅰ이나 FPEtool의 CUI (Character User

Interface)환경과는 달리 GUI(Graphic User Interface)

환경으로되어있다. FAST ver. 3.1.7 내부에는스프링클

러와 감지기의 작동시간을 예측하고 스프링클러의 진압

시간도예측할수있는Subroutine이제공된다.

화재 시뮬레이션의 화재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설정

하여실시하 다.

(1) 스프링클러설비는작동시와미작동시를구분하 다.

(2) 제연설비는작동하지않는것으로가정하 다.

(3) 대공간에서스프링클러의적정성을평가하 다.

(4) 화재의성장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

클러가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거나 제어하게 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순간까지는 화재가

성장하나작동후에는성장을멈추게되며일정한열

방출율(HRR)을가지다가소멸된다.

(5) 허용피난시간의산정기준

화재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허용피난시간을 구할 때

는여러가지평가요소가있지만그중에서가장많

이사용하는것은호흡안전선에의한평가이다. 이것

은 연기층이 그 층의 바닥에서 1.5m까지 내려오게

되면호흡을정상적으로는할수가없는상태가되기

때문에피난에어려움을겪게된다. 본화재위험성

평가에서는호흡안전선을기준으로하 다.

(6) 화원설정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있어 화재 시나리오는

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으므로시뮬레이션대상구

획실 내에서의 화재 시나리오는 과학적인 실제실험데이

터를바탕으로설정하는것이중요하다. 화재실험시일반

적인열방출율곡선은아래의그림2와같다. 

화재시뮬레이션에서 화원은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제공하는실험데이

터로FAST ver. 3.1.7에기본적으로내재되어있다. 

주 화원으로 Chair(Polypropylene Foam Frame,

Urethane Foam, Polyolefin Fabric)를설정하 으며방

화(Arson) 시나리오의 적용을 위해 Incubation Time은

0초에 가깝게 설정하 으며, 보조화원으로 주 화원과 유

49 10 10일 이내
49 50 2시간 이내
49 100 10분 이내
100 0~100 10분 이내

노출온도 (℃) 상대습도 허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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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열방출율을가지며Urethane의연소특성을가지는

Chair를추가설정하 다.

각보조화원들은복사되는열에의하여300K에도달하

면연소가시작되는것으로설정하 고500초이후의화

재는고려하지않았다.

SIMULEX를사용하 으며, 이소프트웨어는스코틀랜

드의IES사에서개발되었다.

이프로그램에사용된피난자의특성은사람들의즉각

적인행동, 놀라서움직이는행동, 사람들이군집되어움

직이는행동과줄지어움직이는현상등을자세히모델링

하여거의실제에가까운데이터를얻을수있어프로그램

의기초적인자료로사용가능하다. 모든사람들의위치,

방향, 걷는속도와피난통로의설정등은매0.1초마다계

산된다.

사용자는 화면상으로 피난하는 모습, 계단에 사람들이

몰리는모습과문쪽으로사람들이혼잡하게몰리는모습

을볼수가있다. 이모든것들은컴퓨터에자동저장되며

여러번반복해서관찰할수있도록되어있다.

(1) 보행속도

보행속도는각사람들이아무런제한없이걷는평균의

속도로표시되며, 여러사람이 집되는상황에서는그속

도가줄어든다. 즉다른사람이나벽등의장애물에의해

속도가줄어드는것이다. 또한계단실의경우오르막과내

리막에서는평지에서의각각35%, 50%의속도로가정하

으며, 재실자 특성을 불특정 다수인 Shoppers로 설정

하 다.

(2) 신체의크기

사람들의신체적상태는수학적으로3개의원으로서표

현된다. 다음 그림 3과 같이 가운데 부분은 몸통으로서

R(t)로간략히표현된다. 몸통중앙부터어깨의가운데부

분까지는서로상쇄되고그중심부사이의거리는S로표

시된다.

(3) 시뮬레이션피난자의신체유형

SIMULEX에서는아래에표에주어진4가지의신체유

형을이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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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Staff 30 40 30 0 -
Commuters 30 30 30 10 -
Shoppers 30 20 30 20 적용

School Children 10 10 10 70 -
Elderly 50 20 30 0 -
All Male 100 0 0 0 -

All Female 0 0 100 0 -
All Children 0 0 0 100 -

재실자 유형 평균(%) 남성(%) 여성(%) 어린이(%) 비고

평 균 0.25m 0.15m 0.10m

남 자 0.27m 0.17m 0.11m

여 자 0.24m 0.14m 0.09m

어린이 0.21m 0.12m 0.07m

신체의 유형 R(t) R(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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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tance map

SIMULEX는 건물내의 어느 곳에서든지 가장 가까운

출구까지의거리를계산해주는Distance map기능이있

다. 모든사람들은Distance map에서보여지는가장가

까운각도와거리등을따라서비상구쪽으로향하도록설

정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피난자가 최단거리

의피난구만을이용하지는않으므로여러개의Distance

map를 이용하여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피난상황을 시뮬

레이션할 수 있다. 실제와 가장 유사하게 피난인원을 각

피난구로 분산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 으나, 패닉현상

등을고려하여한쪽피난구로의몰림등도고려하 다.

그림 4는이러한사항을고려하여건축물의각부분에

서부터 최종 피난구까지의 거리를 1m의 색상이 다른 띠

로구분하여나타낸그림이다.

(5) 피난개시시간

실제상황에서는건물안의모든사람들이화재발생시

혹은경보가울렸을때일제히피난을개시하지는않는다.

왜냐하면 매우 넓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다른

종류의경보체계, 또한고장설비등도포함될수있기때

문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에서 피난개시시간은 화재실

의 경우 0초, 비화재실의 경우에는 연기감지기 동작시간

인14.6초로가정하 다.

(6) 수용인원산정및분포

피난예상인원은 대회의실(198석)과 중회의실(52석)의

경우설치좌석의 100%인 250명으로설정하 고, 기타의

실에는면적에의한NFPA 코드에의하여산정하 다.

이렇게하여지상9층의총피난예상인원은258명으로

산정되었다.

(7) 시뮬레이션실시도면은설계도면을이용하여시

뮬레이션가능하도록변형하 다.

평가를위한대상공간은일반오피스건물의대회의실로

피난경로에따라화재Zone을아래의그림과같이설정하

여각각의Zone에대한허용피난시간(Acceptable Safety

Egress Time, ASET)을 산정하 다. 이때 대회의실과 홀

을연결하는출입구는모두개방된것으로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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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방출율(HRR)의변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대회의실에서 발생

되는열방출율은140초에서최대2,066kW이며시뮬레이

션에서고려되지않은개구부의확대, 환기조건등에의

해화재는더크게성장할수있다. 

보조화원으로의 화재전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는주화원의복사열이주위추가가연물을발

화시키지못함을알수있다. 그러나시뮬레이션에서다양

한전도에대한화재확산은고려하지못했다.

(2) 감지기및스프링클러의작동

대회의실 내에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는 돌출되는

부분을고려하여천장반자면에서약3cm 하강한높이에

설치된것으로가정하 다. 

화원의 상부에 설치된 연기감지기는 화재발생 후 14.6

초에작동한다. 대회의실내부에설치된작동온도72℃의

습식스프링클러헤드(표준형)는화재발생후67.6초에작

동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열방출율은

약480kW이다.

(3) 허용피난시간의산정

허용피난시간(ASET)을 결정하는 데에는 많은 요소들

이있지만그중에호흡안전선을이용하여평가하는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허용피난시간 고려에는 주로

1.5m 호흡선을이용한다.

스프링클러미작동시대회의실무대부Level의허용한

계시간은약190초이고, 후면출입구Level은100초이다.

Zone 2(홀)부분의허용한계시간은115초이다.

스프링클러작동시대회의실무대부Level에서연기층

하강에대한 향은안전한것으로나타났으며후면출입

구 Level의 허용한계시간은 125초이고, Zone 2(홀)부분

의허용한계시간은125초이다.

인체의노출온도가100℃에도달하게되면허용시간은

10분이내가되는데이는피난하는데큰장애가된다. 화

재실인 Zone 1(대회의실)에서의 연기층은 화염에서 고온

의 연기층이 축적되므로 다른 공간보다 연기층의 온도가

높다. 

스프링클러미작동시대회의실(Zone 1)에서의허용피

난시간은연기층온도에의한100초이고, 홀부분의허용

한계시간은135초이다. 

스프링클러작동시대회의실(Zone 1)에서의허용피난

시간은연기층온도에의한175초이고, 홀부분의허용한

계시간은측정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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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층의 높이와 온도에 의해 산정된 허용피난시간은

다음과같다. 

시뮬레이션전9층의피난인원배치및각시간대별피

난상황은다음표5와같다. 피난시뮬레이션은화재발생

시일어날수있는Worst case를고려하여화재실인대회

의실에서3개소의피난구만을사용하는것으로가정하여

수행하 다. 화재발생후103.5초에재실인원전체가층

피난을완료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화재시뮬레이션에의해허용피난시간을산출하고피난

시뮬레이션에 의해 피난예측시간을 산출하 다. 이러한

과정을통해산출된시간을비교하여화재시안전하게피

난이 가능한지를 평가하 다. 이때 피난예측시간이 허용

피난시간보다더작아야된다.

아래의 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worst case

에대한것이다. 지상9층대회의실에서발생한가상화재

를대상으로실시한화재및피난시뮬레이션결과에따르

면재실자가피난허용시간내에층피난을완료하는것으

로산출되어화재및피난에대한방재설계가적절하게되

어있음을알수있었으며, 향후백화점이나복합상 관

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이용

한사전평가가반드시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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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실 후면
190 125

Zone 1 출입구 Level
100 175(대회의실) 대회의실

100 Safe
무대부 Level

Zone 2(홀) 115 135 125 Safe

Zone
스프링클러 미작동시 스프링클러 작동시
연기층 높이 연기층 온도 연기층 높이 연기층 온도

지상 9층 피난인원 배치 피난 개시 10초 경과 후

피난 개시 20초 경과 후 피난 개시30초 경과 후

피난 개시 40초 경과 후 피난 개시 50초 경과 후

피난 개시 60초 경과 후 피난 개시 70초 경과 후

피난 개시 80초 경과 후 피난 개시 90초 경과 후

피난 개시 100초 경과 후 피난 완료(10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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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실 후면
190

100

125

175 90 OK
Zone 1 출입구 Level

(대회의실) 대회의실 100 Safe
무대부 Level

Zone 2(홀) 115 135 125 Safe 103.5 OK

Zone
허용피난시간

피난시간 판정스프링클러 미작동시 스프링클러 작동시
연기층높이 연기층온도 연기층높이 연기층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