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성능위주설

계제도는 재산 및 건물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평가 요소 중에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

람들의 피난 안전성이 있다. 이를 평가히기 위해서는 실제

로 실증실험을 통해 화재 및 피난시간을 측정하거나, 시뮬

레이션 및 공학적인 계산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각 방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 화재 상황의 성격이나 규모, 

시간, 비용 등의 이유로 실제로 실증실험을 통하여 평가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이

에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

해 피난 안전성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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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물화재 시 발생한 연기는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화재상황에 따라 연기

가 존재하는 공간을 지나는 사람들의 보행 가능 높이는 낮아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행 가능 높이에 따라 

사람들의 보행속력을 분석하기 위해 보행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남녀 총 23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였다. 실험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보행 가능 높이가 낮아질수록 실험참가자들의 평균 보행속도는 낮아졌다. 하지만 보행 

가능 높이가 1.2 m일 때의 보행속도만이 자유보행속도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실험참가자들의 

BMI 지수 등급(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각 BMI 지수 등급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지 못했다. 하지만 정상 등급은 경우 보행 가능 높이가 1.2 m에서의 보행속도가 정상 등급의 자유보행속도와 비교하

여 유의미하게 저하되었고, 과체중 등급의 경우 1.8 m, 1.7 m에서의 보행속도가 과체중 등급의 자유보행속도와 비교

하여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ABSTRACT

During fire outbreaks, smoke accumulates from the ceiling and reduces the available walking height of people passing 

through. In this study, a walking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alking speed of 

people and available walking height. Twenty-three participants were enrolled. Based on the results, the lower the available 

walking height, the lower the average walking speed of the participants. However,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ed only 

in the walking speed when the available walking height was 1.2 m compared to the free walking speed.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participants in terms of their BMI index grade. However, in the case of participants 

with normal BMI, the walking speed at a 1.2 m available walking height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when walking freely. 

Further, in the case of overweight participants, the walking speed at 1.8 m and 1.7 m available walking heigh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at when walking freely.

Keywords : Performance criteria, Performance-based design, Walking speed, Smoke layer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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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통한 평가방법은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사람들이 피난에 이용 가능한 시간(Available safety evacuation 

time, ASET)을 도출하고,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람들이 피

난에 필요한 시간(Required safety evacuation time, RSET)을 도

출한 후에 두 시간을 비교한다. ASET이 RSET보다 크면 안

전하고, ASET이 RSET보다 작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

한다. RSET은 피난 시뮬레이션에서 에이전트가 피난을 시

작한 후 마지막 에이전트가 안전한 지역으로 도달한 시간

까지를 의미하고, ASET은 화재 시뮬레이션에서 화재의 진

행 상황이 사람들에게 위험해졌다고 판단되는 시간까지를 

의미한다. ASET의 위험의 판단 기준은 성능위주설계제도

에서 제시되는 인명안전기준으로 열에 의한 영향(온도), 독

성에 의한 영향(농도), 가시거리에 의한 영향을 호흡한계선

에서 측정하여 ASET을 결정한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평가방법은 국내에서 성능위주설계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에 활용되는 시뮬레이션들의 신뢰

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ASET과 REST을 비교

하는 방식은 연기나 위험물질의 영향이 피난과정에 반영되

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구동방식에 따라 

화재상황을 고려하여 기어서 피난하기도는 하지만  연기층

의 높이 변화를 고려한 피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연기는 재실자가 위험을 인지하여 빠르게 피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연기 통과할 때는 보

행속도가 감소한다(1-3).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건축물의 인

명안전성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인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에서는 사용되는 분석 방법의 한계상 

위험요소가 피난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다(4). 

건축물 내에서의 재실자의 유동은 공간이나 화재상황에 따

라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에 국내외에서는 재실자가 피난 과정에서 받

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의 보

행속도 변화를 연구하였지만, 보행 공간의 높이에 따른 보

행속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보행 가능 높이에 따

른 재실자의 보행속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화재 상황에서 피난경로의 천장 

또는 연기 등으로 인해 공간의 높이가 제한되는 것을 가정

하여 보행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앞서 변수인 보행 가

능 높이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인의 인체치수를 조사하였

다. 도출된 보행 가능 높이를 기반으로 천장의 높이가 조절 

가능한 세트장을 직접 제작하여 보행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 가능 높이만을 고려하였고, 위험요소

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2. 관련 기준 및 선행연구 고찰

2.1 보행속도 기준 및 선행연구 분석

보행속도는 화재 시 재실자들의 피난시간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요소로 다양한 화재 환경 및 공간의 상황에 대

한 보행속도를 예측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실물대피실험을 통해 실험참

가자의 이동속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Choi 등(5)은 한국인의 보행속도 및 피난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334명을 대상으로 초고층건물에서 피난실험을 실시

하였고, 결과를 바탕으로 재실자의 수직 이동에 관한 기초

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실물대피

실험들이 주요 피난경로인 복도, 계단 등에서의 보행속도 

및 피난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3),(6-7). 이러한 

보행실험들은 실험참가자의 자유보행속도를 측정하여 한

국인의 보행속도를 측정하거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사

람들이 몰려서 피난하는 즉, 군집피난에 대해서 연구를 수

행하였다(5-8).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20-30대의 일반적인 신체

조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다양한 연령대나 

대상을 하지 못했다. 이에 1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행속도를 측정⋅분석하는 연구도 수행

되었다(9).

또한 체력이나 BMI지수(10), 노약자(11-13), 장애인(14-15) 등과 

같이 신체적인 조건이나 보행행태에 따른 보행속도를 측정

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제공하

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에서의 보행속도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실험적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본 연구와 같이 

호흡 한계선과 관련된 보행속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2 한국인의 신체특성에 근거한 보행 가능 높이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인 19-60세

의 평균키는 남자 171.5 cm, 여자 158.6 cm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2 참조). 이를 고려하여 보행실험을 위한 보행 가

능 높이를 1.8 m를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2.3 체질량지수 기준

Body Mass Index(체질량지수)는 체지방측정에 이용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인체 계측법 중 하나이며, 체중(kg)을 신

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

기구(WHO)에서 제시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비만 권고기준

을 따르고 있다. 동양인의 BMI 지수 기준은 저체중(18.4이

하, Low Weight) 정상(18.5-22.9, Normal), 과체중(23-24.9, 

Overweight), 비만(25 이상, Obesity)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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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 가능 높이에 따른 보행실험

3.1 대상지 개요

보행실험은 대구에 위치한 K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수행

되었다. 천장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10 m 길이의 복도를 구성하여 임의의 세트장을 제

작하였다. 실험을 위해 구성된 복도는 파티션을 이용하여 

양측 면의 벽을 구성하였고, 보행 가능 높이를 조절하기 위

한 천장은 부직포 재질의 천이 활용되었다(Figure 1).

3.2 실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보행실험을 계획

하고 수행하였다.

1) 보행 가능 높이가 낮아질수록 보행속도는 느려진다

2) 보행자의 신체적인 특성(BMI지수)에 따라 보행속도

의 차이가 있다.

3) BMI지수에 따라 보행 가능 높이별 보행속도는 차이

가 있다.

이를 위해 실험가자의 보행 가능 높이를 보행속도의 독

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실험에 따라 실험참가자의 이동경로

가 되는 복도의 천장 높이를 변화하여 수행하였다. 변수가 

되는 보행 가능 높이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결과인 한국

인의 평균 키를 고려하여 1.8 m부터 0.1 m 단위로 보행 가

능 높이를 하향 조정하면서 반복 실행하였다. 이는 실험참

가자들이 더 이상 일어선 자세로 피난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였다. 모든 실험참가자의 이동과정은 실험진행요원

들이 도착지점에서 스톱워치를 활용하여 측정 및 기록을 

하였다(Figure 2).

보행실험 결과 실험참가자들 중에서 일어선 자세로 피

난이 불가능한 실험참가자들이 발생한 1.1 m에서 보행실험

을 종료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행실험은 1.8 m를 시

작으로 0.1 m씩 감소시켜 1.2 m까지 7가지의 높이에 대해 

실시되었다(1.8 m, 1.7 m, 1.6 m, 1.5 m, 1.4 m, 1.3 m, 1.2 m).

Figure 2. Pictures of experiment process.

Age

(year)

Number

(person)

Average Height

(mm)

Standard Deviation

(mm)

19 394 1728 58.5

20-24 378 1735 51.7

25-29 465 1736 57.2

30-34 432 1724 56.2

35-39 459 1719 57.4

40-49 435 1692 56.8

50-59 302 1663 59.2

19-60 2896 1715 61.4

Table 1. Average Height of Korean Male

Age

(year)

Number

(person)

Average Height

(mm)

Standard Deviation

(mm)

19 416 1598 54.9

20-24 298 1604 52.7

25-29 313 1602 51.3

30-34 337 1601 52.2

35-39 353 1590 51.5

40-49 374 1567 49.9

50-59 350 1547 51.7

19-60 2483 1586 56.2

Table 2. Average Height of Korean Female

Figure 1. View of experimental corrido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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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참가자의 신체적 특성 및 자유보행속도

보행실험은 20-30대 남녀 23명(남자 19명, 여자 4명)의 

실험참가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실험참가자들은 사전

에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였다(Table 3 참조). 또한, 보행실

험을 실시하기 전 보행 가능 높이별 보행속도와 대조하기 

위해 실험참가자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속도인 자유보행

속도를 측정하였다. 자유보행속도는 동일한 공간에서 10 m 

거리를 평상시 걸음걸이로 걸어가게 실험참가자의 보행속

도를 측정하였다(Table 4 참조). 측정결과 실험참가자의 평

상시 보행속도는 1.39 m/s으로 나타났다.

4. 실험 결과 분석

4.1 보행 가능 높이에 따른 보행속도 분석

먼저 보행 가능 높이에 따라 실험참가자들의 보행속도

는 다음 Figure 3과 같다. 측정결과 실험참가자들의 보행속

도는 실험참가자별로 정도의 차이는 존재했지만 보행 가능 

높이가 낮아질수록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참가자들의 보행속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 m의 

높이에서는 평균 1.42 m/s, 1.7 m에서는 평균 1.42 m/s, 1.6 m

에서는 평균 1.41 m/s, 1.5 m에서는 평균 1.43 m/s, 1.4 m에

서는 평균 1.41 m/s, 1.3 m에서는 평균 1.36 m/s, 1.2 m에서

는 평균 1.26 m/s으로 나타났다. 1.4 m의 보행높이 조건까

지는 3.3장에서 언급하였던 실험 참가자의 평균 자유보행

속도와 비교하여 조금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행 가능한 천정의 높이가 1.3 m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실험참가자의 평균 보행속도가 자유보행속도 이하로 낮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보행속도에 대한 분석 결과 

보행 가능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보행속도가 느려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행 가능 높이별 보행속도가 자유보행속도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해석프로그램인 SPSS 25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행실

험의 각 보행 가능 높이별 참가자수가 정규분포를 나타내

기에는 부족하여 통계해석방법으로 적은 표본에 대해서 분

석이 가능한 비모수검정 중 Mann-Whitney Test을 선택하였

다. 신뢰도 수준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보행 가능 높이의 각 구간에서의 보행속도는 

실험참가자들의 자유보행속도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 발

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든 감소하든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행 가능 높

이가 1.2 m 구간에서의 보행속도는 자유보행속도와 비교하

여 유의한 차이(p = 0.022) 발생했다. 이는 보행 가능 높이

가 1.2 m의 보행속도는 자유보행속도와 비교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도로 감소되었고, 이는 연기층이 1.2 m까지 낮

아질 경우 피난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정도로 보행속도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Table 5, 6 참고).

보행 가능 높이가 1.2 m에서의의 평균보행속도는 1.26 

m/s로 자유보행속도의 1.39 m/s의 표준편차(0.19)이내 이다. 

하지만 이는 몇몇 실험참가자들의 보행속도가 보행 가능 

높이 1.2 m에서 높은 보행속도를 나타내 평균보행속도를 

높였지만 대다수 실험참가자들은 유의미한 차이로 보행속

도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된다. 

Category N
Average Height 

[cm]

Average Weight 

[kg]

Total 23 175.1 72.5

Low Weight 1 160.0 46.0

Normal 9 175.3 64.9

Overweight 7 175.6 73.7

Obesity 6 176.7 87.0

N: Number of People 

Table 3. Average Height and Weight of Participants

 Average
Standard 

Deviation

Median 

Value

Min 

Value

Max 

Value

Walking

Speed

[m/s]

1.39 0.19 1.35 1.02 1.86

Table 4. Normal Walking Speed of Participants

Figure 3. Relationship between walking speed and available 
walking height.

Available Walking Height N Mean Ranks Sum of Ranks

Normal Walking 23 28.02 644.50

1.2 m 23 18.98 436.50

total 46

N: Number of People

Table 5. Ranks of Available Walking Height-Walking Speed 
(Normal Walking – 1.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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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BMI지수에 따른 보행속도 변화 분석

4.2.1 보행 가능 높이별 BMI 지수 등급에 따른 보행속도 

차이

다음으로 실험참가자의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 보행 가

능 높이별 보행속도가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행 가능 높이별 보행속도의 

변화를 실험참가자의 BMI를 활용하여 보행자의 신체 특성

에 따른 보행속도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준

에 따른 실험참가자들의 BMI 지수 분포와 그에 속한 실험

참가자달의 보행속도는 Table 7과 같다.

BMI 지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실험참가자들의 자유보

행속도는 저체중 1.02 m/s, 정상 1.45 m/s, 과체중 1.30 m/s, 

비만 1.49 m/s이다. 또한, 보행 가능 높이의 변화에 따른 각 

BMI 지수 등급에 속한 실험참가자들의 평균 보행속도는 

Figure 4 및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각 보행 가능 높이에서 BMI지수 기준에 따라 

실험참가자들의 보행 속도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각 BMI지수 기준에 따라 보행속도의 패턴은 일정하지가 

않았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해석방법은 

실험참가자의 수가 정규분포를 만족하지 못하였기에 비모

수검정 중 Kruskal-Wallis Test를 선택하였다. 신뢰도 수준

은 95%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BMI 지수 등급에 따라서 보행속도의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BMI 지수 등급들

의 자유보행속도와 각 보행 가능 높이의 보행속도에 대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통계분석 결과 BMI 지수 등급들 사이의 보행속

도는 각 보행 가능 높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Table 9 참조). 이는 보행 가능 높이가 낮아질 때 각 

BMI지수 기준에 해당하는 실험참가자들의 보행속도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4.2.2 BMI지수 등급별 자유보행속도와 개별 보행 가능 높

이에서의 보행속도 차이

BMI지수 등급별 자유보행속도와 개별 보행 가능 높이에

서의 보행속도의 차이는 비모수검정 중 Mann-Whitney Test

을 선택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신뢰도 수준은 95%

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BMI 지수 등급별 자유보행속도와 개별 보행 

가능 높이에서의 보행속도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난 등급은 정상과 과체중 등급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상 체중

정상 등급에 대한 분석결과 실험참가자들의 자유보행속

도와 비교하여 보행 가능 높이가 1.2 m까지 낮아졌을 때 

실험참가자들의 보행속도가 유의미하게(p = 0.019) 감속하

였다(Table 10, 11 참조). 이는 체질량지수가 정상 등급의 

사람들의 경우 건물 화재시 보행 가능한 높이가 1.2 m까지 

낮아졌을 때 피난과정에서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Figure 4. Changes in Walking Speed according to the BMI Level 
of Experiment Participant.

1.8 m 1.7 m 1.6 m 1.5 m 1.4 m 1.3 m 1.2 m

Lo. 0.98 0.98 1.10 1.15 1.19 1.13 0.96

No. 1.43 1.41 1.39 1.38 1.35 1.30 1.21

Ov. 1.48 1.48 1.41 1.49 1.46 1.41 1.30

Ob. 1.40 1.44 1.50 1.50 1.50 1.44 1.33

Lo.: Low Weight, No.:Normal, Ov.:Overweight,

Ob: Obesity

Table 8. Average Walking Speed according to the BMI Level at 
each Available Walking Height [unit : m/s]

BMI Level N
Average BMI 

value

Normal Walking

Speed

Low Weight 1 17.97 1.02 m/s

Normal 9 21.03 1.45 m/s

Overweight 7 23.89 1.30 m/s

Obesity 6 27.72 1.49 m/s

N: Number of People

Table 7. BMI Index of Experiment Participant

Walking Speed [m/s]

Mann-Whitney U 160,500

Wilcoxon W 436.500

Z -2.286

Asymp. Sig. (2-tailed) 0.022

Asymp. Sig.: Asymptotic Significance

Table 6. Test Statistics of Available Walking Height-Walking 
Speed (Normal Walking – 1.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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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체중

과체중 등급에 대한 분석결과 실험참가자들의 자유보행

속도와 비교하여 보행 가능 높이가 1.8 m, 1.7 m로 낮아졌을 

때 실험참가자들의 보행속 도가 유의미하게(1.8 m의 p = 

0.047, 1.7 m의 p = 0.025) 증가하였다(Table 12-15 참조). 이

는 체질량지수가 과체중 등급의 사람들의 경우 건물 화재 

시 보행 가능한 높이가 1.8 m, 1.7 m까지 낮아졌을 때는 피

난과정이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는 건물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층이 쌓이는 것

을 가정하여 변화하는 보행 가능 높이에 따라 사람들의 보

행속도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보행 가능 높이의 조

절이 가능한 세트장을 제작하여 보행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행 가능 높이에 따른 실험참가자 전체의 평균 보행 속

도는 1.8 m에서는 1.42 m/s, 1.7 m에서는 1.42 m/s, 1.6 m에

서는 1.41 m/s, 1.5 m에서는 1.43 m/s, 1.4 m에서는 1.41 m/s, 

1.3 m에서는 1.36 m/s, 1.2 m에서는 1.26 m/s를 나타냈다.

실험참가자들의 평균 보행 속도는 자유보행속도와 비교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 또는 감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행 가능 높이가 1.2 m 조건에서의 평균 보행속도

는 자유보행속도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속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피난상황에서 호흡한계선과 관련하여 연기층이 1.2 m

Available Walking 

Height
N Mean Ranks Sum of Ranks

Normal Walking 9 12.44 112.00

1.2 m 9 6.56 59.00

Total 18 - -

N: Number of People

Table 10. Ranks of Available Walking Height-Walking Speed 
(BMI:Normal, Normal Walking – 1.2 m)

Walking Speed [m/s]

Mann-Whitney U 14.000

Wilcoxon W 59.000

Z -2.340

Asymp. Sig. (2-tailed) 0.019

Exact Sig. (2*1-tailed Sig.) 0.019b

a. Group Variable : BMI_Normal

b. Not corrected for ties

N: Number of People, Asymp. Sig.: Asymptotic Significance, 

Exact Sig.: Exact Significance

Table 11. Test Statistics of Available Walking Height-Walking 
Speed (BMI:Normal, Normal Walking – 1.2 m)

Available Walking 

Height
N Mean Ranks Sum of Ranks

Normal Walking 7 5.29 37.00

1.8 m 7 9.71 68.00

Total 14 - -

N: Number of People

Table 12. Ranks of Available Walking Height-Walking Speed 
(BMI:Overweight, Normal Walking – 1.8 m)

Normal Walking Peed

N 23

Test Statistics 6.652

df 3

Asymp. Sig. (2-tailed) 0.084

Walking Speed (1.8 m)

N 23

Test Statistics 3.839

df 3

Asymp. Sig. (2-tailed) 0.279

Walking Speed (1.7 m)

N 23

Test Statistics 3.294

df 3

Asymp. Sig. (2-tailed) 0.348

Walking Speed (1.6 m)

N 23

Test Statistics 3.894

df 3

Asymp. Sig. (2-tailed) 0.273

Walking Speed (1.5 m)

N 23

Test Statistics 3.524

df 3

Asymp. Sig. (2-tailed) 0.318

Walking Speed (1.4 m)

N 23

Test Statistics 3.774

df 3

Asymp. Sig. (2-tailed) 0.287

Walking Speed (1.3 m)

N 23

Test Statistics 3.203

df 3

Asymp. Sig. (2-tailed) 0.361

Walking Speed (1.2 m)

N 23

Test Statistics 3.619

df 3

Asymp. Sig. (2-tailed) 0.306

N: Number of People, df: Degree of Freedom, Asymp. Sig.: 

Asymptotic Significance

Table 9. Independent Sample Kruskal-Wallis Test Results of 
Available Walking Height-Walking Speed According 
to BMI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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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보행속도의 감소가 있었지만 유의

미한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1.2 m에서는 재실자

의 이동에 유의미한 보행속도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BMI 지수 기준에 따른 실험참가자의 평균 보행속도를 

비교하였을 때 각 보행 가능 높이에서 저체중, 정상, 과체

중, 비만 등급의 실험참가자들 사이에서 평균 보행속도는 

차이가 있었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진 못했다.

실험참가자의 BMI 지수 등급별 보행가능 높이에 따른 

자유보행속도와의 이동속도의 차이는 BMI 지수가 정상인 

실험가자 군집의 경우에만 보행 가능 높이 1.2 m에서 감소

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체중, 비만인 실

험가자 군집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과체중 군집의 경우 보행가능 높이 1.8 m, 1.7 m에서 실험

참가자의 평균보행속도가 자유보행속도와 비교하여 오히

려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행 가능 높이에 따른 보행속도의 변화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은 궁극적으로 변화하는 연기층

에 따라 변화하는 사람들의 보행속도를 산출하여 현재 독

립적으로 수행되는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을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통해 시

뮬레이션을 통한 피난안전성 평가방법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의 나이

분포가 20대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실험참가자의 인원 수 

또한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기에 충분하지 않은 한계

가 있다.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 더욱 많은 

실험참가자 수, 추가적인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하고자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

(19AUDP-B100356-05)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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