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의 건축물은 고층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다수의 재실자가 상주하고 있어, 화재 시 피난안

전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방재 관련 특별법, 화재영

향제도평가, 성능위주설계 등을 통해 피난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피난안전성 평가를 

위해 기초가 되는 재실자밀도, 보행속도, 피난경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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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층화, 복합화되는 현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다수의 재실자는 계단실을 이용하여 피난하기 때문에 

계단실과 같은 수직피난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계단실의 크기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수직피난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실자의 행동특성에 관한 규정 및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W대학에서 실제로 진행된 피난실험을 분석하여 계단실에서 합류

가 발생했을 시 재실자의 밀도와 속도 관계 및 유동계수를 분석하여 회귀식을 도출하였고,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실자 수, 계단참, 계단폭이 변수로 작용하였을 때 계단실 내부의 재실자 행동특성 및 피난시간 등을 분석하여 계단

실에서의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ABSTRACT

In a fire incident case in a modern high-rise complex building, most occupants use the stairs to evacuate; hence, it is 

critical to secure the safety of vertical escape routes, such as the stairs. However, in Korea, the size of the stairwell is 

stipulated as a universal standard, and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s and studies on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occupants that may occur during the vertical evacuation of buildings. Therefore, in the evacuation experiment conducted 

at the W University in Jap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nsity and velocity of the occupants and the flow coefficient 

were analyzed during merging in the stairwell to derive a regression equation. When the stair width acted as a variable,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occupants and the evacuation time inside the stairwell were analyzed to obtain th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evacuation safety in the stairwell.

Keywords : Evacuation, Korean life safety code, Simulation, Stair evacuation, Evacuati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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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자의 특성 등 재실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학적 분석 및 

데이터는 미비한 실정이다(1).

또한 대부분의 재실자는 외부로 피난하기 위해 각 층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을 실시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재실자

가 계단실로 유입되면 체류가 발생하여 보행속도가 낮아지

고, 병목현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

라 관련 연구를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

내에서는 용도별 출구유동계수 및 재실자 밀도조사(2,3), 재난

약자의 보행속도 조사연구(4), 계단에서의 보행속도에 관한 

연구(2,5) 등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실험을 통

한 계단실에서의 피난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학적 계산을 통한 피난

모델 구축 및 설계가 필요하며, 실제 실험데이터를 분석하여 

행동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단실에서의 재실자의 피난행동

모델과 관련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의 W 대학에

서 수행된 실제 실험을 분석하였다. 실험은 계단에서 합류

가 발생할 때 군집밀도가 수직보행속도에 미치는 영향과 

유동계수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

였다. 또한 피난시뮬레이션인 pathfinder를 이용해 재실자가 

합류하여 발생하는 밀도와 속도관계에 대한 피난시간의 차

이를 분석하여, 계단실에서의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한 데

이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직통계단 피난 실험

2.1 실험의 필요성 및 목적

건축물 화재 시 피난자의 보행속도는 열이나 연기의 발

생량 및 재실자의 특성이나 화재 시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수평한 복

도에서 일반 성인의 보행속도는 1 m/s 전후의 범위이지만, 

재난약자의 경우 절반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계단에서의 

피난은 기울기에 따라 다르지만 표준적인 단 높이에 따른 

면의 경우 수평투영의 보행속도는 0.5 m/s로 수평보행속도

의 절반정도이다(2,5).

Seo 등(2)은 실제 건축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단에서의 보

행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플랫폼에서 개찰구로 이동하는 

계단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밀도가 1 persons/m2일 

때 0.443 m/s의 보행속도가 나타났으며, 5 persons/m2일 때 0.25 

m/s로 감소하였다. Park(6)의 실험에 따르면 밀도가 1 persons/m2

일 때 0.543 m/s의 보행속도가 나타났으며, 5 persons/m2일 때 

0.16 m/s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小關은 하행계단에서 조사한 

것으로서 1 persons/m2에서 약 0.65 m/s의 보행속도가 나타났으

며 5 persons/m2일 때 약 0.2 m/s로 감소하였다(5).

전술한 문헌들의 실험 조건 및 실험 당시의 상황은 모두 

상이하지만 밀도에 따라 속도가 감소하는 것에서 공통적인 

특징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실험은 역사 등에

서 사용되는 직선형태의 계단에서 보행속도를 측정한 것으

로,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고층건축물의 직통계단

에서의 보행속도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험

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계단에서 각 보행자의 보행능력이 미치는 영향, 

보행거리(실험자가 이동하는 층의 수)의 영향, 두 집단이 

한 곳에서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보행특성, 장애물에 따른 

보행특성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각 보행자의 보행 특성을 식별하고 두 집단의 합류가 

군중보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행동특성을 도출한다.

2.2 실험 개요

실험은 2017년 11월 19일 일본 W 대학에서 진행되었으

며 일본 T대학 Lee(7)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실험에는 거동

에 불편이 없는 20세에서 40세 사이의 남녀 181명이 참여

하였으며 총 22개의 실험이 44회 진행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계단의 치수를 나타낸 것은 Figure 1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진행된 많은 Case 중 군집 밀도와 군집 보

행속도의 관계와 군중의 합류에 따른 보행속도에 대한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해 군중이 합류하는 Case 중 계단을 올라

가는 경우(이하 DU)와 계단을 내려가는 경우(이하 DD)를 

분석하였고, 이 실험은 전체 중 각각 두 번씩 수행되었다. 

먼저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인 DU1은 67명이 2층에서 6

층으로 올라가고, 3층에서 68명이 합류하는 것으로 설정되

었으며, DU2는 68명이 2층에서 6층 까지 올라가고 67명이 

3층에서 합류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계단을 내려가

는 경우인 DD1과 DD2는 68명이 7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

고, 67명이 6층에서 합류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실험에 

대하여 나타낸 것은 Figure 2와 같다. 

실험의 관측은 계단참 및 해당 구역에 각각 카메라를 설

치하고, 피실험자 각각에게 식별 번호표를 부착하여 피난

행동패턴을 분석하였다. 

2.3 분석방법

피난 시 밀도와 속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피난 중 유량계

Figure 1. The dimensions of W univ.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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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층의 비디오 카메라의 녹

화영상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 나타난 피실험자의 군집밀도는 식(1)

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1)

여기서, A는 재실자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 는 사

람의 수를 나타낸다.

계단과 계단이 이어지는 각 층의 계단참에서 밀도를 측

정하였다. 비디오를 분석하여 각 층의 계단참에서 피실험

자의 한발이 계단참에 닿아 들어오는 순간의 시간과 한발

이 계단에 닿아 나가는 순간의 시간을 확인하였다.

보행속도는 식(2)를 사용하였으며 거리는 두 가지 방법

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였다. 또한 계단을 일반적으로 오르

거나 내려가는 사람 및 합류하는 사람의 차이, DU와 DD의 

예상동선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a)는 계단 폭인 1.2 m

를 절반으로 나누어 안쪽으로 걷는 실험자를 내부 피실험

자, 바깥쪽으로 걷는 실험자를 외부 피실험자로 칭하고 원

의 둘레 공식을 사용하여 보행거리를 계산하였다. 내부 피

실험자의 반지름은 0.4 m, 외부 피실험자의 반지름을 1 m, 

교차 피실험자의 반지름을 0.7 m로 측정하여 보행거리를 

계산하였다. (b)는 외부에서 합류하여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하였으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보

행거리를 계산하였다. (c)는 외부에서 합류하며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설정한 것이며 합류 한 사람의 직선 보행

거리를 계산하였다. 교차하는 경우는 (b) 방법과 같이 피타

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보행거리를 측정하였다.

 







 (2)

여기서, t2는 피실험자가 해당구역에서 유출된 시간, t1은 

피실험자가 해당구역에 유입된 시간, 은 보행거리를 나타

낸다.

또한 유량계수는 식(3)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


 (3)

먼저, 1 s당 해당구역에서 유출되는 사람의 수를 합산했

으며 그 후의 값을 계단 폭 1.2 m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여기서, 

는 통로의 폭, t는 시간을 나타낸다.

2.4 분석결과

본 실험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밀도, 속도, 밀도와 속도의 관계, 유량계수에 관하여 분석

하였다.

2.4.1 밀도

DU case의 분석결과는 Figure 4와 같다. DU1과 DU2의 

경우 합류되는 층인 3층에서 밀도가 3.85 persons/m2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4층과 5층의 밀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DD case의 분석결과는 Figure 5와 같다. DD2의 경우 합

류되는 층인 6층에서 밀도가 각각 3.85 persons/m2과 3.53 

persons/m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합되지 않은 층의 

밀도는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2.4.2 속도

DU case의 분석결과는 Figure 6과 같다. DU1과 DU2의 

경우 합류되는 층인 3층에서 속도가 각각 0.36 m/s와 0.31 

m/s로 가장 느리게 나타났으며 가장 속도가 빠른 4층과 5

층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Figure 2. Experimental condition.

Figure 3. Distance formula, (a) Go up and down, (b) Joining case
DU, (c) Joining case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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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case의 분석결과는 Figure 7과 같다. DD1과 DD2의 

경우 합류되는 층인 6층에서 속도가 각각 0.31 m/s과 0.29 

m/s로 가장 느리게 나타났으며 합류되지 않은 층에 비하여 

약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합류되지 않은 층의 평균속도는 DU의 경우 각각 0.66 

m/s과 0.75 m/s로 나타났다. DD의 경우 각각 0.85 m/s와 

0.83 m/s로 나타났으며 계단 하강 속도는 상승속도보다 평

균 0.13 m/s 정도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2.4.3 밀도와 속도의 관계

DU와 DD의 밀도와 속도관계는 Figures 8, 9와 같으며, 

반비례 관계로서 밀도가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하였다. 또

Figure 5. The density of the case DD.

Figure 6. The velocity of the case DU.

Figure 7. The velocity of the case DD.

Figure 8. The density and velocity of the case DU.

Figure 4. The density of the case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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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부에서 보행하는 피실험자가 내부에서 보행하는 피실

험자보다 빠른 속도로 보행하였다. 그래프의 형태에서 보

았을 때 내부그래프는 큰 변동이 없는 것과 반대로 외부그

래프는 크게 변동하였다. 이것은 피난 시 내부에서 보행하

는 사람은 앞사람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이동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외부에서 보행한 피실험자

는 보행속도가 앞사람의 유무에 따라 크게 변동하였다. 이

것은 피난 시 내부에서 걷는 사람보다 외부에서 걷는 사람

이 앞사람의 유무에 따라 보행속도에 영향을 받는 다는것

을 나타낸다. 또한 밀도가 2 persons/m2 이상일 때 속도 변

화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2.4.4 유량계수

DU1의 경우 유량계수는 3층에서 5층으로 갈수록 각각 

0.98, 0.92, 0.88 persons/m/s로 나타났다. 또한 DU2의 경우

에도 유량계수는 3층에서 5층으로 갈수록 0.98, 0.95, 0.92 

persons/m/s로 나타나 상부로 올라갈수록 유량계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D1의 경우 유량계수는 6층에서 2층으로 내려갈수록 

1.2, 1.14, 1.11, 1.06, 1.02 persons/m/s로 나타났으며, DD2의 

경우에도 6층에서 2층으로 내려 갈수록 1.18, 1.14, 1.11, 

1.08, 1.05 persons/m/s로 나타나 하부로 내려갈수록 유량계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합류된 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동하는 집단과 

새로 유입되는 집단이 한 공간에 위치함으로서 높은 유량

계수가 나타나며 목표층으로 이동할수록 밀도가 감소되고 

피난자의 질서가 유지됨에 따라 유량계수가 감소하는 것으

로 보인다.

2.4.5 계단보행속도 회귀식 도출

합류에 따라 각 층에서 유동하는 재실자의 보행속도를 

분석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밀도와 

종속변수인 보행속도 사이의 선형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으

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상향 및 하향 보행속도의 회귀식

을 도출해내었다. 그 결과 상행보행속도의 회귀식은 

  , 하행보행속도의 회귀식은  

로 나타났다. 속도와 밀도의 관계그래프는 Figure 10에 나

타내었다.

3. 피난시뮬레이션

3.1 피난시뮬레이션 구동조건 및 목적

시뮬레이션 구동을 위한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2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임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

축물의 건축적 요소를 총 6층, 연면적 약 35,832 m2, 층고 

5 m, 직통계단의 수 2개, 피난구 1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인체 표준은 어깨너비가 가장 넓은 20대 남성을 기준으로 

40.20 cm로 하였다(8).

또한 보행속도는 화재 시 재실자의 연령, 성별 등에 차

이를 보이기 때문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한 어린

이, 청소년, 성인, 노인의 보행속도의 평균치인 1 m/s를 사

용하였다(9).

시뮬레이션의 변수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비교를 위

해 국내의 건축법과 미국의 NFPA101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단폭, 계단참크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국내에서는 소방

Figure 9. The density and velocity of the case DU.

Figure 10. Sim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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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 별표1에서 수용인원을 

건축물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나, 계단 폭 및 계단참에

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계단실에 일반적으로 피난하는 집단과 

각 층에서 유입하는 집단이 계단실에서 합류됨에 따라 피

난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밀도증가에 따른 보행속도 저하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3.2 피난시뮬레이션 개요

본 연구에서는 계단실에서 나타나는 재실자의 피난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Thunderhead Engineering에서 

개발한 Pathfinder simulator를 사용하였다. 이 시뮬레이션 

Tool은 가장 근접한 출구를 경유하여 가장 가까운 출입구

를 재실자가 이용하도록 기본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으

며, 장애물을 선회하여 피난할 수 있다. 또한 특수한 장소 

등 다양한 공간 구현이 가능하며, 피난 시 가장 문제되는 

요인 중 하나인 병목현상 등도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본 

시뮬레이션을 구동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3 피난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물에서의 피난 시 재실자의 합류에 따른 피난성상

을 파악하고, 재실자의 밀도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실자 수, 계단참 폭, 계단폭을 변수로 두고 총 12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구동하였다. 시뮬레이

션의 사용된 변수와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재실자 수가 1000명일 경우 계단참의 크기가 1200 mm

일 때 계단폭이 900, 1120, 1420 mm로 증가함에 따라 피난

완료시간은 1071, 872, 662 s로 감소하였다. 또한 동일한 재

실자 수로 설정하고 계단참의 크기가 1525 mm일 때 계단

폭이 증가함에 따라 피난완료시간은 1060, 871, 661 s로 감

소하였다. 이것은 계단폭이 증가함에 따라 피난완료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해당 연면적의 건축물에 재

실자가 1000명일 때 계단참의 크기에 따라서는 피난시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실자 수가 2000명일 경우 계단참의 크기가1200 mm일 

때 계단폭이 900, 1200, 1420 mm로 증가함에 따라 피난완

료시간은 1866, 1503, 1137 s로 감소하였다. 또한 동일한 재

실자 수로 설정하고 계단참의 크기가 1525 mm일 때 계단

폭이 증가함에 따라 피난완료시간은 2014, 1607, 1209 s로 

나타났다. 계단폭이 증가함에 따라 피난속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해당 연면적의 건축물에서는 재실자 수가 2000명일 

때 계단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피난시간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계단실이 2개소인 건축물에서 내부 재실자의 수

가 2000명 이상일 때 계단참의 크기를 1200 mm 이상으로 

설정하면 계단참에서의 밀도증가로 인해 피난시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층에서 계단실로 일제히 피난을 시작했을 때 밀

도 증가로 인한 체류가 발생하여 상부 층으로 갈수록 체류

지속시간이 증가하였다.

4. 결  론

건축물의 수직피난 시 각층 계단실에서의 밀도와 속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회귀식을 도출했다. 또한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합류에 

따른 밀도-속도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수용인원과 계단실 

내부의 건축적 요소의 변화에 따른 피난시간의 차이를 분

석하였다.

a) 계단실에서 합류가 발생함에 따라 합류지점의 밀도는 

Tool Pathfinder Simulator

B
a
s
i
c
 

C
o
n
d
i
t
i
o
n

Building

Number of floors 6

Gross floor area [m2] 35,832

Floor height [m] 5

Number of steps 2

Number of exits 1

Anatomy
characteristic

Walking speed [m/s] 1

Shoulder width [cm] 40.20

Variable

Total number of people 1000/2000

Stair width
900/1120/

1420

Size of stairs 1200/1525

Table 1. Simulation Conditions

Division Building code NFPA101(10)

Capacity

[persons]
- - < 2000 ≥ 2000

Stair width

[mm]
- 900 1120 1420

Stairwell 

size [mm]

1200mm when 

the step height 

exceeds 3 m

1525 mm or more in 

the evacuation 

direction

Table 2. Stair width and Stairwell Size Regulat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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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85 persons/m2로 나타났다. 또한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속도는 감소하였으며, 유동계수는 합류지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목표층으로 도달 할수록 내부 재실자의 밀

집이 해소되고 질서가 유지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또한 

계단실에서의 보행속도는 상행일 경우 밀도가 1 persons/m2

일 경우 0.714 m/s로 나타났으며 3 persons/m2일 경우 0.29 

m/s로 나타났다. 또한 하행일 경우 밀도가 1 persons/m2일 

경우 0.783 m/s로 나타났으며 3 persons/m2일 경우 0.277 m/s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통계단에서 밀도에 따른 보행속도

에 관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상행:   (4)

하행:   (5)

본 실험에서는 직통계단의 보행속도를 측정하여 약간의 

수평보행속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축물의 

피난모델 및 성능설계 시 계단의 형태에 따라 피난속도에 

차이를 두어 보다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생각된다.

b)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해 밀도와 속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행속도를 1 m/s로 설정하였을 때 밀도가 3 persons/m2

일 경우 0.3 m/s로 나타났으며, 1 persons/m2일 경우 0.6 m/s

로 나타났다. 또한 각층에서 인원이 유입됨에 따라 최상층

인 6층에서는 최대체류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축물 내 수용인원이 1000명일 경우 계단참의 크

기에 따라 피난완료시간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반면에 

수용인원이 2000명일 때 계단참의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 

피난완료시간이 증가하였다. 수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계단

실의 계단참의 면적이 넓으면 피난면적이 증가하여 피난이 

원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계단참

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계단실 내부의 밀도가 증가하여 피

난시간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재실자밀도가 높은 용도의 

건축물일수록 계단참의 크기를 확장하는 것은 피난을 하는

데 있어 불리한 조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직피난에서의 피난모델 및 성능설계 시 공학

적인 계산을 통해 수용인원에 따라 계단실의 구조 등에 차

이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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