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IAEBS Vol.13, No.2, April pp. 130-141

Received: February 7, 2019

Revised: April 12, 2019

Accepted: April 14, 2019

Ⓒ 2019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

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KIAEBS 2019 April, 13(2): 130-141

https://doi.org/10.22696/jkiaebs.20190011

pISSN : 1976-6483

eISSN : 2586-0666

OPEN ACCESS

130 ∙ Journal of KIAEBS Vol. 13, No. 2, 2019

RESEARCH ARTICLE

보행속도 차이에 따른 장애인 학교시설의 화재 안전성 

연구
강은혜ㆍ최정민*

창원대학교 건축공학과

A Study on the Fire Safety of Disabled School for 

the Difference of Walking Speed
Kang, Eun-HyeㆍChoi, Jeong-Min*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Corresponding author: Choi, Jeong-Min, Tel: +82-55-213-3801, E-mail: jmchoi@changwon.ac.kr

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actual walking speed of the disabled students with no 

walking disorders and walking disorders such as with a wheelchair or crutches are surveyed at 

the disabled school facilities. With these walking speed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ire and evacuation scenarios on the performance based design of fire 

system, and the effect of walking speed difference on the number of people who do not meet 

safety standards and finally to provide basic data for fire safety during the design or evacuation 

drill.

주요어 : 장애인 학교, 보행속도, 보행장애,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Keywords: Disabled school, Walking speed, Walking disorders, Fire & evacuation simulation

서 론

최근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가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가운데 전체 사상자와 장애인 사상자의 수(박

경서, 2014)를 살펴보면, 전체 사상자수에서 사망자 비율은 14%임에 비해 장애인 사망자는 

57%를 차지하여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가 일반인에 비해 4배 더 많아, 장애인이 거주하

는 건축물의 경우 화재에 대한 대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2016년도 

화재통계분석’ 중요화재1) 현황(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2016)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203

건(58%)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타 78건(22%), 관공서 39건

(11%), 공공건물 22건(6%)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반화재를 제외한 중요화재 중 가

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학교에서 학교시설 이용자가 일반학생이 아닌 장애인의 경우에는 

1) 중요화재란 관공서, 학교, 정부미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가, 공공건물, 공공시설, 이재민 100명이상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발

생한 화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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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대한 대비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애인 학교시설의 학생은 피난시 이동 

상황에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질병 또는 외상 등으로 정상인보다 저하된 신체적 특성을 가지

는 재해약자(김종성 외, 2011)로 이들을 고려한 화재성능 기준 검토가 요구되지만 관련 데이

터나 성능설계 검토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휠체어 및 목발을 사용하는 보행장

애인의 경우 수직이동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으며 피난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제한되어 경사

로만을 이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 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의 성능위주 설계에서 적용되

는 화재 및 피난시나리오 적용과 함께 장애인 특성에 따른 보행속도 차이가 인명안전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인원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장애인 학교시설의 설계시 또는 피난 훈련

시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첫째, 장애인 관련 보행속도에 대한 기존 문헌 고찰과 함께 장애인 학교 3개교를 선정하여 

장애 학생들의 보행속도에 대한 실측 및 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상기 대상 학교 중 1개교를 선

정하여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 [별표 1] 에 따라 4가지의 화재시나리오

를 가정, NIST의 FDS를 엔진으로 하는 Pyrosim 화재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해당 분석지점

에서 온도와 가시거리, CO, CO2, O2 총 5항목의 인명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을 도출한다. 

셋째, 기존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에서 실측한 장애 학생의 보행속도를 토대로 5가지 피난시

나리오를 상정하고, Pathfinder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화재 및 피난 

시나리오별 인명안전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인원수를 비교, 분석한다. 넷째, 이상의 화재와 피

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학교시설에서 보행속도 차이에 따른 화재안전성에 대

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장애인 보행속도에 대한 기존 문헌 고찰 및 측정

‘초고층 건물의 화재 대피 시뮬레이터 개발에 관한 연구(박양수와 임동진, 2000)’에서 재실

자 유형에 따라 수평보행속도와 수직(계단)보행속도를 제시하였으며, 이때 신체 장애인의 경

우 보행속도는 0.8 m/s로 설정하였고, ‘지하공간에서의 장애인용 피난안전시설의 설치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서혁진 외, 2007)’에서 지체 장애인의 보조장치 사용에 따라 휠체어 보행속

도는 0.87 m/s, 목발 사용시 보행속도는 0.78 m/s, 비장애 보행속도는 1.55 m/s로 제시한 바 있

다. 또한 ‘대피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김응식, 2003)’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동시의 보행행태를 남녀 구분하고, 남자 노인의 지팡이 사용시 이동속도는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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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여자노인의 지팡이 사용시 이동속도는 0.29 m/s, 여자 노인의 휠체어 사용시 이동속도는 0.11 

m/s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외의 경우, Ulster 대학 Fire SERT 연구 그룹(Boyce et al., 1999)에서 장

애인 155명을 장애에 따른 이동형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자력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의 보행속도

는 1.0 m/s, 보행장애 중 목발 사용 보행속도는 0.94 m/s, 휠체어는 전동과 수동으로 구분하여 각각 

0.89 m/s와 0.69 m/s로, 이와 함께 보행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보행속도는 1.25 m/s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보행속도에 대한 기존 연구 자료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

학교 2개교(H학교와 E학교)와 특수학급 2학급을 포함한 일반학교 1개교(Y학교)를 선정하

여, 장애 학생 48명과 비장애 학생 15명, 총 63명을 대상으로 보행속도를 실측하였다. 특히 장

애 학생의 경우 보행장애가 없는 학생의 경우와 보행장애가 있는 즉, 휠체어 또는 목발을 사

용하는 학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연령대는 장애, 비장애 학생 모두 고등학생이다. 보

행속도는 교실내 Figure 1과 같이 10 ㎡ (2×5 m)로 구획하여 수평공간에서 1명씩 보행하며, 

피시험자에게는 구획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자가 타이머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보행속도 결과는 Table 1과 같이 비장애 학생의 평균 보행속도는 1.18 m/s, 

장애 학생 평균보행속도는 0.96 m/s로 나타났으며, 장애 학생 중 보행장애가 없는 장애 학생

의 평균 보행속도는 0.97 m/s, 휠체어 사용 장애 학생의 평균 보행속도는 0.77 m/s로, 목발 사

용 장애 학생의 평균 보행속도는 0.39 m/s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기존 문헌의 보행속도와 본 연구에서 실측한 보행속도를 비교한 결과, 기존 문헌의 

보행속도보다 실측한 보행속도가 전반적으로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시

뮬레이션 실행시 실측한 보행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정한 보행속도를 적용한 경우와 정

규분포곡선으로 난수를 발생시켜 다양한 보행속도를 적용한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a) measure concept of walking speed (b) measure photo of walking speed

Figure 1. Survey of actual walking speed

Table 1. Measure result of walking speed

Type
Number of 

people (n)

Walking speed (m/s)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 max.

Non-disabled students 15 1.18 0.14 0.90 1.44

Disabled 

students

Without walking disorder 42 0.97 0.25 0.52 1.82

With walking disorder
Wheelchair 5 0.77 0.13 0.65 0.99

Crutches 1 0.39 - 0.39 0.39

Sub-total 48 0.96 0.26 0.39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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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뮬레이션 분석

보행속도 실측 3개 학교 중 H학교를 대상으로 화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H학교는 본관

(BL1), 별관(BL2), 신관(BL3)과 체육관의 4개 건물이 ㅁ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Figure 2), 

거주 인원은 Table 2와 같이 총 484명으로 학생은 312명과 교직원은 172명이며, 이 가운데 

휠체어 및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 학생은 각각 6명과 3명으로 구성하였다.

Figure 2. Sensor location of fire simulation

Table 2. Number of student, teacher, staff of subject school for simulation (unit: persons)

Type
Students

Teacher & staff Total
Kindergarten Elemental Middle High Major

Occupants 3 82 61 110 56 172 484

with a wheelchair - 2 2 2 - - 6

with crutches - 1 1 1 - - 3

화재 시나리오는 Table 3과 같이 4가지로 정하였으며, 발화 장소는 일반교실, 조리실, 도서

관과 함께 휠체어 이동시의 주 피난로인 경사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명안전기준(소방

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2017)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igure 2와 같이 

각 건물의 출구와 각 층별 계단실, 경사로 등 총 22개소에 대해 열 평가항목인 온도와 연기 평

가항목인 가시거리 및 독성 평가항목인 CO, CO2, O2의 해당 센서를 호흡한계선인 1.8 m 높

이에 설치하였다. 시뮬레이션 실행시 소화설비는 작동하지 않고, 창문과 문 등 개구부는 열려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성능위주 설계시 소요피난안전시간(Required Safe Egress Time, RSET)은 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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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에 의한 감지시간(detection time)과 재실자의 반응시간(response time)2) 및 실제 피난

시 소요되는 행동시간(movement time)까지 총 3가지의 합으로 도출되며(백소나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감지시간 및 반응시간을 피난개시시간으로 학교용도의 W2인 180초를 피난

완료시간 계산시 적용하였다(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2017).

Table 3. Composition of fire scenario

Case Fire location Fire source HRR Fire growth Reaction

F1 Class room (BL2, 1st floor) Furniture 3,000 kW Medium Polyurethane-GM21

F2 Kitchen (BL1, 1st floor) Refrigerator 3,051 kW Medium Polyurethane

F3 Library (BL3, 3rd floor) Paper 1,495 kW Fast PMMA

F4 Ramp (BL2, 1st floor) Electric control device 1,900 kW Slow Polyurethane-GM21

Table 4는 화재시나리오 4가지에 따른 각 센서 위치별 인명안전기준 초과시의 시간을 나

타낸 것으로 인명안전기준 5가지 항목 중에서 독성 평가항목인 CO, CO2, O2는 2개 지점을 제

외하고는 인명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열 평가항목의 미충족 지점수는 7개

2) 반응시간은 화재발생 사실을 재실자가 인지하고 반응해 피난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임.

Table 4. Results of expected elapsed time results exceeding the life safety standards at each 

branch according to 4 fire scenarios

Case Location of sensor

Expected elapsed time results exceeding the life safety standards

Heat Visibility
Toxic gas

CO CO2 O2

Life safety standard 60.0℃ 5.0 m
1,400 

ppm
5.0% 15%

F1

BL2-F 111 sec 56 sec × 277 sec 228 sec

BL2-E1 × 168 sec × × ×

BL2-E2 268 sec 120 sec × × ×

BL2-R1 × 313 sec × × ×

BL2-R2 × 259 sec × × ×

BL2-R3 × 217 sec × × ×

BL3-E2 × 247 sec × × ×

BL3-S21 × 376.sec × × ×

BL3-S22 × 350 sec × × ×

BL3-S23 × 301 sec × × ×

F2 BL1-F 227 sec 203 sec × × 565 sec

F3

BL3-F 62 sec 64 sec × × ×

BL3-S13 × 307 sec × × ×

BL3-S23 × 172 sec × × ×

F4

BL2-R1 (F) 388 sec 199 sec × × ×

BL2-R2 300 sec 118 sec × × ×

BL2-R3 295 sec 103 sec × × ×

BL3-S12 × 581 sec × × ×

BL3-S13 × 422 sec × × ×

BL3-S22 × 407 sec × × ×

BL3-S23 × 238 sec × × ×

× : Do not exceed life safe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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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가시거리 평가항목의 미충족 지점수는 21개소로 크게 증가하여 나타났다. 이 중 가시거리 

평가항목을 살펴보면(Table 5 참조), F1은 56초에 화재실(BL2-F)에서 연기가 가득차고, 120

초에 별관 출구(BL2-E2)에까지 연기가 가득차 피난시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F2의 경우 

본관 조리실(BL1-F)에서 화재가 발생하나 본관과 별관 사이가 분리되어 있어 화재실인 조리

실을 제외하고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3의 경우, 신관 3층 계단

실(BL3-S23)은 피난개시시간인 180초보다 빠른 172초에 연기가 가득차 피난에 어려움이 예

상되므로 피난시 이동을 자제하거나 해당 계단실을 폐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4는 1

층 경사로(BL2-R1(F))에서 199초로 나타났고, 3층 경사로(BL2-R3)는 103초로 연기의 상승

작용으로 인하여 화재실인 1층(BL2-R1(F)) 보다 3층 경사로(BL2-R3)에서 먼저 연기가 확

산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옆 건물인 신관 2층 계단실(BL3-S23)에도 238초에 연기가 확산되

어 피난시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Table 5. Comparison of the same time fire spread by 4 fire scenarios

F1 F2 F3 F4

(a) 45 sec

(b) 200 sec

(c) 400 sec

(d) 6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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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시뮬레이션 분석

피난시뮬레이션시 보행속도 차이에 따른 화재 안전성 검토를 위해 5가지 피난 시나리오

(E1~E5)를 Table 6과 같이 작성하였다. 피난시나리오 E1은 학생들의 보행속도를 모두 비장

애 학생의 보행속도 1.18 m/s로 가정하였고, 피난시나리오 E2는 학생들의 보행속도를 모두 

장애 학생의 보행속도로 0.96 m/s3)로 가정하였다. 피난시나리오 E3은 피난 시나리오 E2와 

달리 본 연구에서 실측된 (Table 1) 장애 학생 보행속도 데이터(n=48)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

대, 최소값을 이용하여 정규 분포를 작성하고, 여기에 312명의 학생 수만큼 난수를 발생시켜 

각각의 보행속도를 결정하였다. 시나리오 E4는 장애 학생 중 보행장애를 고려한 경우로, 312

명의 학생 중 보행장애가 없는 303명의 장애 학생 보행속도를 0.97 m/s로 설정하고 나머지 보

행장애가 있는 9명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6명의 학생의 보행속도는 0.77 m/s, 목발을 사용하

는 3명의 학생들의 보행속도는 0.39 m/s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E5는 장애 학생 중 보

행장애가 없는 장애 학생 303명에 대해서는 측정 보행속도 데이터(n=42)를 이용한 정규분포

와 난수발생의 적용을 통해 각각 다른 보행속도를 적용하였고, 보행장애가 있는 학생 중 휠체

어를 사용하는 학생 6명에 대해서도 실측 보행속도 데이터(n=5)를 이용한 정규분포와 난수 

발생을 통해 보행속도를 적용하였다. 단,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 학생(3명)의 경우 실측 데이

터수의 한계로 일정한 보행속도 0.39 m/s를 적용하였다. 한편, 교직원의 보행속도는 한국건

설기술연구원(유용호, 2009)에서 제안한 표준 이동속도 중 다소 보수적인 값인 여자 평균보

행속도 1.1 m/s을 적용하였다. 

Table 6. Composition of evacuation scenario

Scenario Content

Walking speed

Students 
Teacher 

& staff

E1 Assuming students to be non-disabled - Constant walking speed 1.18 m/s 1.1 m/s

E2 Assuming students are disabled and have 

the same walking speed

- Constant walking speed 0.96 m/s 1.1 m/s

E3 Assuming students are disabled, applied 

normal distribution of walking speed

- Normal distribution (ave. 0.96 m/s, standard

 div. 0.26, min 0.39 m/s, max 1.82 m/s)

1.1 m/s

E4 Dividing into 3 disabled student groups 

as follows and applied each constant 

walking speed

- Disable students without walking disorders

- Disabled students using crutches

- Disabled students using wheelchairs

- Constant walking speed 

· Without walking disorder 0.97 m/s,

· Crutches 0.39 m/s

· Wheelchair 0.77 m/s,

1.1 m/s

E5 Dividing into 3 disabled student groups 

as follows and applied normal 

distributions and constant walking speed

- Disable students without walking disorders

- Disabled students using crutches

- Disabled students using wheelchairs 

- Without walking disorder : normal 

distribution(ave. 0.97 m/s, standard div. 

0.25, min 0.52 m/s, max 1.82 m/s)

- Crutches : constant walking speed 0.39 m/s

- Wheelchair : normal distribution(ave. 

0.77 m/s, standard div. 0.13, min 0.65 

m/s, max 0.99 m/s)

1.1 m/s

3) 보행장애가 없는 장애 학생과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학생 모두를 고려한 보행속도의 평균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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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의 (a)는 실측한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 및 최소값을 이용하여 정규 분포

화하고 난수를 발생시켜 장애 학생들 각각의 보행속도를 적용하는 Pathfinder의 입력화면이

며, (b)는 피난시나리오 E5를 적용한 각각의 장애 학생들 보행속도 결과이다.

(a) Input screen example of normal distribution walking speed in Pathfinder

(b) Results of disabled students’ walking speed using normal distribution

Figure 3. Examples of input screen and results of disabled students’ walking speed using normal 

distribution in Pathfinder

Table 7는 피난개시시간을 180초로, 상기 5가지 피난시나리오에서 설정한 보행속도 적용

시 재실자 전원이 모두 피난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학생을 비장

애 평균 보행속도로 일정하게 설정한 E1은 326초로 가장 빠르게 피난이 완료되었으며, 모든 

학생을 장애 평균 보행속도로 일정하게 설정한 E2의 경우 356초로 E1에 비해 30초가 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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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모든 학생을 장애 학생으로 설정하여 정규분포와 난수를 발생시켜 적용한 E3의 

경우는 378초로 E2 대비 23초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장애를 고려한 경우, 보

행장애가 없는 학생과 보행장애 중 휠체어 및 목발 사용 학생의 보행속도를 일정하게 설정한 

E4와 목발을 제외한 보행장애가 없는 학생과 보행장애 중 휠체어 사용 학생의 보행속도를 정

규분포로 난수를 발생시켜 적용한 E5의 피난 완료시간은 419초로 동일하게 나타나, E1 대비 

93초, E2 대비 63초로 피난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었다.

Table 7. Results of evacuation simulation

Time
Evacuation scenarios

E1 E2 E3 E4 E5

Evacuation start time (sec) 180 180 180 180 180

Egress time (sec) 146 176 198 239 239

Evacuation time (sec) 326 356 378 419 419

Evacuation completion time compared to E1 (sec) - +30 +52 +93 +93

화재 인명안전기준에 의한 결과 분석

4가지 화재시나리오와 5가지 피난시나리오에 대해 인명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실제 탈출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수의 분석 결과는 Table 8과 Figure 4 같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학생을 비장애 학생의 일정한 보행속도(1.18 m/s)로 설정한 E1과 모든 학생을 장애 

학생의 일정한 보행속도(0.96 m/s)를 적용한 E2를 비교한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모든 화재

에서 E1보다 E2에서 인명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인원이 동일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인명차이는 F1화재에서 3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 보행속도가 느린 장애 학

생들이 화재에 취약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모든 학생을 장애 학생으로 가정하되, 일

정한 보행속도(0.96 m/s)로 가정한 E2와 정규 분포내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장애 학생들의 각

각의 보행속도를 적용한 E3의 경우에는, E2보다 E3가 인명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인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인원의 차이는 F1 화재에서 9명, F3 화재는 3명, F4 화재

에는 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F1화재에서 가장 큰 인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정한 보행속도

를 적용하기보다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난수를 발생하여 보행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피해인원을 검토시 더 타당한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 학생 중 보행장애가 있는 9명의 보

행속도를 휠체어(0.77 m/s), 목발(0.39 m/s)로 구분하여 일정한 보행속도로 적용한 E4와 정

규분포 곡선과 난수를 이용하여 보행속도를 적용한 E5(단, 목발은 일정 보행속도)를 비교한 

결과, E4보다 E5에서 인명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인원이 더 많은 나타나며 그 인원의 

차이는 F1 화재에서는 4명, F2 화재에서는 1명, F4에서는 5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인원

의 차이가 나타나는 화재는 보행장애 학생들의 주 피난로인 경사로에서 발생한 F4화재인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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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stimated number of people not to meet by life safety code (unit : persons)

Fire

case

Eva.

case

Student Teacher & staff All

Temp. Vis. CO CO2 O2

Unable 

to escape
Temp. Vis. CO CO2 O2

Unable to 

escape

Unable to 

escape

F1 E1 - 48 - - 4 50 - 27 - - 2 27 77

E2 - 53 - - 5 53 - 27 - - 1 27 80

E3 - 60 - - 9 63 - 27 - - 3 27 89

E4 - 57(6*, 1**) - - 8 60 (6*, 1**) - 27 - - 3 27 87(6*, 1**)

E5 1 62(6*, 1**) - - 11 65 (6*, 1**) - 27 - - 3 28 93(6*, 1**)

F2 E1 - - - - 5 5 - - - - 3 3 8

E2 - 1 - - 9 9 - 1 - - 1 1 10

E3 - - - - 6 6 - 2 - - 4 4 10

E4 - 1 - - 4 4 - 2 - - 2 2 6

E5 - 1 - - 8 8 - 2 - - 3 3 11

F3 E1 - 2 - - 5 7 - - - - 3 3 10

E2 - 1 - - 9 9 - 1 - - 1 1 10

E3 - 2 - - 6 8 - 2 - - 4 4 12

E4 - 1 - - 4 4 - 2 - - 2 2 6

E5 1 1 - - 8 9 - 2 - - 3 3 12

F4 E1 30 32 - - 5 37 20 28 - - 3 31 68

E2 30 32 - - 9 40 20 28 - - 1 28 68

E3 30 31 - - 6 37 20 30 - - 4 32 63

E4 35(6*,1**) 36(6*, 1**) - - 5 (1*) 39(6*, 1**) 20 30 - - 2 30 63(6*, 1**)

E5 35(6*,1**) 36(6*,1**) - - 9 (1*) 43(6*,1**) 20 30 - - 3 31 74(6*, 1**)

 * wheelchair disabled, ** crutches disabled

Figure 4. Results of fire and evacuation for all of occu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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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보행속도를 실측하였으며 장애 

학생은 보행장애가 없는 경우와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고, 보행장애는 보다 

더 세분하여 휠체어 또는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비장애 

학생의 평균보행속도의 실측값은 1.18 m/s(기존 문헌은 1.55 m/s), 전체 장애 학생들의 평

균 보행속도는 0.96 m/s(기존 문헌은 1.25 m/s), 장애 학생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평균 보행속도는 0.77 m/s(기존 문헌은 전동 휠체어는 0.89 m/s, 수동 휠체어는 0.69 m/s), 

목발을 사용하는 학생의 평균 보행속도는 0.39 m/s(기존문헌은 0.94 m/s)로 나타나 기존 

문헌의 보행속도보다 전반적으로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2) 화재시나리오에 따른 각 센서 중 가시거리에 의한 평가항목 기준으로 살펴보면, 화재실 

중 가장 빠른 연기 확산은 화재시나리오 F1으로 56초에 연기가 가득차고 있었으며, 화재

시나리오 F4의 경우, 연기의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화재실인 1층 보다 3층 경사로에서 먼

저 연기가 확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화재는 발화장소와 발화되는 층별 위치, 

화재건물과 주변 건물의 배치에 따라 각 출구와 계단실, 경사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며 일부 계단실이나 경사로, 출구 등이 폐쇄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가정한 다양한 화재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3) 피난시나리오와 인명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일정 보행속도를 적용한 피난시

나리오 E2와 E4 보다 보행속도를 분포화시켜 적용한 피난시나리오 E3, E5가 피난완료

시간이 더 소요(E3가 E2보다 23초 더 소요)되거나 또한 인명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

는 인원이 더 많은 것(E5가 E4보다 5명 더 많음)으로 나타났다.

(4) 따라서, 화재 및 피난안전성 검토시 보행속도를 일정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 자료와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해진 보행속도를 분포화시켜 적용하는 방안이 실제 피난상황

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행속도 측정시 이동조건이 제한적이

며 보행장애 유형의 피험자 수에서도 한계가 있어 추가 보행속도 실측을 통한 데이터 확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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