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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20,000 defense shelters are currently designated and operated in Korea. However,

only few sheltershave the capacity to defend against CBR attack or terror from North

Korea. Furthermore, as public defense shelters are only equipped with air-raid shelters,

it is urgent to establish standard for CBR attack.This study focuses on

shelter-in-place(SIP),a kind of CBR shelter in the U.S., and aims to draw up construction

plan and planning of Korean defenses 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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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2만 여개의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화생방공격

혹은 화생방테러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용 대피시설은

단순 방공호 수준의 성능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공격에 대한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화생방 대피시설 중 SIP(건물 내 대피시설)를 중심으로 개념과 기준

등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대피시설의 계획 및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건물 내 대피시설(SIP)

화생방

민방위 대피시설

대피시설 설계기준

ⓒ 2014 Koea Society of Di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2

- 미국의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nning of Civil Defense Shelter and Design 2 

- Focused on Planning and Design of Defense Shelter the U.S. - 

Namkwun Parka,* Taeil Kwonb,1 Twehwan Kimb,2

a Public Safety Committee, Seoul Metropolitan Council, 15 Deoksugung-gil, Jung-gu, Seoul 100-739, Republic of Korea
b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University of Yongin, 470 Samga dong, Gyeonggido 449-714,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Tel. 82-2-3705-1125. Fax. 82-2-3705-1468.

Email. park9616@naver.com

1 Tel. 82-31-672-1511. Email. taeilkwon@hanmail.net

2 Tel. 82-31-8020-2637. Email. twehwan@empas.com

ARTICLE HISTORY

Recieved Aug. 14, 2014

Revised Aug. 18, 2014

Accepted Sep. 28, 2014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10 No.3 ❙ pp. 442 - 451

Available online at www.kosdi.or.kr

1976-2208 ⓒ 2014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http://dx.doi.org/10.15683/kosdi.2014.10.3.442



N.K. Park et al.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Diaster Information Vol.10, No.3, pp. 442 - 451, 2014

443

1. 서 론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은 크게 정부지원시설과 공공용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전국에 2만여 개의 대피소가 존재하고 있

으나, 이 중에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에는 설계기준이 제시

되어 있으나, 공공용대피시설은 방공호 수준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단순히 단기대피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의 지정

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용대피시설의 기준 확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해외대피시설의 경우는 형태에 따라 크게 유럽형과 대륙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유럽형은 스위스를 중심으로 CPS1)기

반 대피시설 체계가 발달되어 있으며, 대륙형은 미국을 중심으로 SIP2)기반 대피시설 체계가 발달되어 있다. 유럽의 CPS

개념 집단보호시설은 국내의 정부지원 대피시설 및 군에서 운영 중인 대피시설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일정 깊이의 지하

시설에 견고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구축하여, 장기대피가 가능한 집단보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대륙형 대

피시설은 독립구조의 형태를 비롯하여 「건물 내 대피시설 개념」을 함께 적용하고,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방호기준과

시설 기준을 설정하여 구축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SIP개념은 1983년 NATO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1980년 중반

이스라엘의 시민보호개념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스라엘의 SIP개념은 시민들에게 “Safe Room”을 그들의 집안에 제공하

여, 외부의 화학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John H.,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민의 사용을 고려하여 미국의 화생방 개념 중 「SIP(건물 내 대피시설)」를 중심으로 현황

을 파악, 분석하여 민방위 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시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내의 화생방 대피시설의 운영시스템

미국의 대피시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국내의 화생방 대피시설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

부지원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화생방 대피시설은 화생방 공격에 대한 대응을 예상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

으며, 군과 대등한 규격의 적용으로 인해 고폭탄과 화생방 무기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도록 고안되어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화생방 대피시설의 운영시스템은 공공용대피시설과 다르게 출입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

며, 화생방 물질 여과를 위한 부가적인 설비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의 FIg.1은 660㎡급의 독립형 화생방 대피시설인 충

무지휘시설의 표준 평면도이다(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2).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는 화생방 대피시설의 운영 절차 및 시스템 표준안은 일반 대피호의 개념과 다르게 별도의 전

문 인력이 제공되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비상시 운영에 따른 시설물 통제 및 조작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 방공

호 개념의 대피시설은 위협상황 발생 시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일시적인 대피만을 수행하면 되나, 화생방 대피시설의 경

우는 공기 중에 유포되는 독성유해물질을 여과해야하기 때문에 평시부터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유사시 오염인원에 대

한 입․출입을 철저히 제한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인력이 평시부터 존재해야 한다.

(1) 출입절차

화생방대피시설은 폭탄·폭발에 의한 폭압 등을 견딜 수 있는 방폭문과 화생방 물질에 의해 오염된 공기의 내부유입을 막기 위한 기

밀문 등으로 입․출구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화생방상황의 발생 시에 출입하는 경로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평시는 방폭문으로 구성

된 주 출입구를 통해 1~2단계의 직선로를 이용하여 출입한다. 그리고 화생방 상황에는 평시 이용하는 방폭문으로 구성된 경로는 폐쇄

하고 오염통제구역(CCA : Contamination Control Area)을 개방하여 오염물질의 제거혹은 비오염 내용을 확인하고 출입을 하게 한다.

오염통제구역은 대피시설의 규모 및 활용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기본적으로 장비저장 및 출입구(ME : Main

Entrance), 액체오염구역(LHA : Liquid Hazard Area), 기체오염구역(VHA :Vapor Hazard Area), 공기밀폐실(AL :

AirLock), 피복 지급실 순으로 구성되며, 외부가 오염된 상황에서 중앙통제실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입출입이 이

루어질 경우, 내부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통제실의 지휘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1) Collective Protection Shelter: 집단보호시설

2) Shelter In Place : 건물 내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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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andard Floor Plan for CBR Defense Shelter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1)

(2) 여과설비(기계실) 운영

여과설비는 주로 공조시스템, 발전기 전기시설, 냉․난방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기계실에 설치한다. 기계실의

내부는 오염기계실과 청정기계실로 구분하고, 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를 한다.

오염기계실은 기계 작동 시 열과 소음 등이 강하여 외부와의 환기가 필요한 발전기, 냉․난방설비 등이 배치되며, 청

정기계실은 오염된 공기로부터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며 수시점검에 필요한 여과시설과 관련된 설비가 배치된다. 또한

내부의 인원과 기계실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하며, 오염된 기계실로의 출입 시에는 개인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

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청정기계실은 청정구역 내에 배치되어 내부 대피인원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설비

운영을 책임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

(3) 통제절차(중앙통제실)

중앙통제실은 내·외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출입 인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여과설비, 비상설비의 운영 및 시설 운

영을 위해 수행되는 모든 제반 상황을 통제하게 된다. 특히 화생방 시설의 운영 시점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여

내부의 오염을 방지하고, 인원 출입을 제한하여 시설 내부의 생존성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오염통제구역의 절차를 통제

실에서 모두 파악하고, 각 격실의 출입문을 폐쇄 또는 개방함으로써 청정구역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4) 전시(戰時)․평시(平時) 운영시스템

평시의 화생방 대피시설은 일반적인 시설의 운영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내부 결로 및 습기에 의한 시설물 노후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환기를 적절히 취하고,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시 비상시설로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해야 한

다. 기본적인 점검 대상은 여과기의 전환운영을 위한 공구 및 여과기, 덕트, 차단밸브 등의 점검이 필수적이며, 내부시설

보호를 위해 방폭 밸브의 점검과 함께 최적 양압 형성을 위한 밸브류의 평시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시의 경우는

전원차단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의 즉시적인 운영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설비·인원통제, 내·외부 상황전파 등

의 임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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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화생방 대피시설의 운영시스템

(1) 대피시설의 형태

미국의 화생방 대피시설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기존의 유럽형 대피시설과 우리의 정부지원 대피시설 중

장기대피가 가능한 시설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는 독립형 대피시설이며, 둘째는 건물 내에 위치하는 대피시설이다.

독립형 대피시설은 잠재적인 파편으로부터 이격되어야 하며 구조적, 기계적인 부분이 기존의 건축물과 연관되지 않는

단독적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 건물 내 대피시설(SIP)은 특정시설 및 건물에 종속되어진 형태로 별도의 설계와 구조를

가진 공간으로 분류된다. 또한 회의실, 체육관, 식당 등으로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기존시설물의 사용도 가능하여

독립형 대피시설과 비교하여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이러한 대피시설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특징을 정의하고 필요한 설비나 부가적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 대피인

원이 인식하기 쉬운 표식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재난유형에 맞는 대피시설로 유도를 하고 있다. 다음의 Table 1은 대피시설

형태에 따른 조건과 특징을 명시한 내용이다(FEMA, 2006). 그리고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독립형 대피시설은 우리의 화

생방 대피시설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며, 건물내부의 대피시설(SIP)은 다음의 그림 Fig. 2와 같은 형태로 설치되어 운영된다.

Table 1.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Shape of Defense Shelter(FEMA, 2006)

독립형 대피시설 건물 내 대피시설

- 잠재적인 파편의 위협으로부터 이격되어 있어야 함

- 구조적, 기계적인 부분이 타 건축물과 분리되어야 함

- 기존 건물의 설계와 통합되지 않으며, 차별화되어 있음

- 화생방 및 폭발물의 보호를 위한 대피시설은 내부 거주공간의 인

테리어가 간단하여, 공공용인 대체적으로 수백 명을 지원할 수 있

음. 통상 12명에서 최대 수백 명 이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대피시

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건물환경에 의해 부분적 보호가 이루어지며, 폭발압력은 부분적으

로 적용받음(전체적인 보호수준은 건물환경 자체에 의해 이루어지

며, 대피 공간 설계에 따라 고려되지는 않음)

- 데이터센터, 회의실, 체육관, 식당 등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신축

건물에 주로 설계되어 위치되고, 건물내 거주자는 외부에 나갈필

요 없이 내부에서 신속하고 쉽게 대피 가능

- 기존의 독립형 대피시설 계획 또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상대적

인 비용절감이 가능

Fig. 2 Shape of Public SIP(FEMA, 2006)

Fig. 3 Shape of Home SIP(FEMA, 2006)



Journal of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10, No.3, pp. 442 - 451

446

공공용 시설의 경우는 엘리베이터 전실, 휴게실, 데이터센터 등과 같이 외부와 차단되고 환기시설이 없는 대피계단 등

이 대상이 된다. 또한 교회, 학교와 같은 공간에서는 일정 공간을 선정하여 대피공간을 형성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건

물 내 대피시설의 위치선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건이 충족할 경우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지 않고 대피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피시설 개념은 이러한 경계를 넘어 단독주택 및 일반 가정에서도 대피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을 대피시설 지정에 제외하는 한국의 경우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Fig. 3은 일반주택의 건물 내 대피시설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Fig. 3의 좌측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와 같이 건

물이 지상에만 존재할 경우 대피시설 위치는 건물 안쪽으로 위치하여 외부의 위협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우측

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와 같이 건물의 특정부분이 지하층에 위치한다면 외부의 위협 시에 충격이 감소할 수 있는 쪽으

로 위치를 설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대피시설기준, 형태 및 위치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대형건물의 지하, 지상, 공공시설, 일반 주택

등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 권고안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재난 발생 시에 가장 근접한 곳에 대피시설이

위치하여 대피인원의 접근거리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2) 대피시설 등급

미국의 대피시설은 종합 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재난대응별로 개별등급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화생방에 대한 대피

시설의 등급은 FEMA 규정에 따라 총 3개 등급(Class)으로 분류하고, 외부 화생방 물질 유포에 따른 대피시설 구축 방

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화생방 대피시설은 통풍형과 비통풍형의 개념을 모두 사용하며 비통풍형 대피시설의

경우는 3등급으로 분류, 1등급·2등급의 경우는 양압의 조건 및 사용하는 필터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등급을 설정하였다.

Table 2는 美연방재난관리청에서 정의한 미국의 화생방 대피시설의 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1등급 시설은 위험 작용제

의 대규모 유포 및 장기간의 대응을 위해 주요 정부업무와 관계된 상업용 시설 등에 적용되며, 오염물질의 여과와 양압

형성으로 1주일 동안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대피시설의 1등급 수준은 재래식 포탄의 공격 빈도가 높은 지역에

서 장기간 방호를 하는 것은 제한성이 있으며, 전쟁 중인 지역에서 군사작전 혹은 주요임무 지원요소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규격서인 UFC 4-024-01(Section 3-6)에서 밝히고 있다.

Table 2. Level of CBR Shelters in the U.S.(DoD, 2008)

보호수준 등급 양압 필터(방호) 방호시간 바람 속도

높 음 1 75Pa 이상 HEPA 필터 이상(생물, 낙진), 가스흡착필터(화학) 1주 이상
40㎞/h

(25mph)

중 간 2 5~12Pa HEPA 수준 필터(생물, 낙진), 가스흡착필터(화학) 수분~수시간 (상황에 따라 다름)
8~13㎞/h

(5~8mph)

낮 음 3 0Pa MERV3)13 급의 필터 수분~수시간 (상황에 따라 다름) -

2등급 시설은 짧은 기간의 화생방 공격에 대응하도록 고안되어 5~12Pa 이하의 약한 양압을 형성하고 있으며, 화생방

작용제에 대해서는 외부공기를 정화하여 지속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약한 양압으로 인해 5~13㎞/h(5~8mph) 이

하의 풍속만을 견딜 수 있다. 이 시설은 공기밀폐실(Air Lock)의 설계가 요구되지 않으나, 현관 진입 시 이중문이나 회

전문의 설치로 양압의 형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존의 시설에 2등급 화생방 대피시설 기준을

적용하려면, 먼저 기밀성 확인을 위한 압력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하며, 실내 공기질과 배출 공기흐름의 비율을 점검하여

야 한다. 시설물의 공기누설 확인과 시험은 A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E779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결과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환기시스템이 충족된 양압을 형성하지 못하면 등급의 상향은 어려우나 설

치된 필터에 의해 낮은 수준의 보호요소는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신규시설에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 시 기밀성을 고려

하여, 청정구역의 양압 압력이 배출되는 공기압력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

3) MERV(Minimum Efficiency Reporting Value)는 1987년 ASHRAE(Americal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에서 제정하였으며, 필터의 효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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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시설은 양압이 형성되지 않는 시설로 공기 중 오염물질 제거에 제약이 따르는 임시 대피시설의 형태이다. 따라

서 3등급 화생방 대피시설의 체류자는 화생방 공격 시에 짧은 시간동안 제한적인 보호만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체류자에 의해 증가하는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하여 지속적인 체류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3등급 시설

의 기밀은 거주 공간 및 다락방 등의 별도의 내부 공간으로 분리된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벽체 등은 석고나 모노리

틱실링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파이프, 내벽 속의 덕트, 케이블 등의 연결 부위는 막거나 폼, 밀봉재 등을 사용하

며, HVAC 시스템이 존재할 경우에는 상황 발생 시 가동을 중지하거나, 배기 등의 보호모드로 변환한다(FEMA, 2006).

(3) 기밀성

미국의 대피시설에서 기밀성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공기 교환율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건

설 재료 및 개구부 수에 따른 공기 누설 비율을 감안하여 내부 대피공간에 양압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able 3, Table 4는 건물의 벽과 지붕의 두께, 창문 등의 요소에 따른 공기 누설 비율이다. 기본적으로 설계 시 제시

된 누설비율보다 높은 공기압력의 투입이 필요하며, 계획된 양압에 따라 송풍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3등급

시설은 HVAC 시스템의 급기 및 환기 덕트의 기밀을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할 경우에 사전에 기밀지를 밀봉대

상보다 2inch의 여유를 두고 제작해서 상황 발생 시 붙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Table 3. Positive Pressure Leakage Percentage Source of Structure(DoD, 2008)

건물누설

카테고리
구조형태

누설비율 LPS4)/m2(CFM5)/ft2)

제공 양압

5Pa

(0.02in wg)

12Pa

(0.05in wg)

75Pa

(0.30in wg)

100Pa

(0.40in wg)

Very Tight
72“(182cm) 두께의

벽/지붕, 창문 없음

0.08

(0.02)

0.13

(0.03)

0.36

(0.07)

0.40

(0.08)

Tight

12“(30cm)두께의콘크리트벽

기밀이 보강된 창문

콘크리트 지붕

0.10~0.36

(0.02~0.07)

0.20~0.61

(0.04~0.12)

0.56~1.83

(0.11~0.36)

0.66~2.18

(0.13~0.43)

Typical

콘크리트/블럭 벽,

기상 기밀이 된 창문

철재데크 지붕

0.76~1.27

(0.15~0.25)

1.27~2.29

(0.25~0.45)

3.81~5.84

(0.75~1.15)

4.57~7.11

(0.90~1.40)

Loose
빈약한 구조의 건물

프레임 벽체

2.54

(0.50)

4.57

(0.90)

15.2

(3.0)

18.5

(3.65)

Table 4. 0.1inWg(24.9Pa) Leakage Percentage per 1ft2 in Positive Pressure

구조물 형태 누설비율 CFM/ft2

Very Tight 26inch(66cm)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 및 지붕(창문 없음) 0.04

Tight
12inch(30cm)의 두꺼운 콘크리트 또는

블록 벽과 지붕(기밀된 창문 등)
0.20

Typical
12inch(30cm)의 두거운 콘크리트 또는 블록 벽과

석고보드의 벽 기밀 또는 지붕(기밀)
0.50

Loose 나무구조의 구조물에 특별한 기밀 없음 1.00

(4) 대피시설의 소요면적

독성 작용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피시설의 소요면적 규격은 FEMA 453에 의해 토렌토(Torando) 대피시설과 동일하게 적

용하고 있다. 기본 규격은 성인 남자가 서있을 경우 5ft
2
, 성인이 앉을 경우 6ft

2
그리고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5ft

2
, 휠체어를

탄 사람의 경우 10ft2, 누워야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30ft2 이며, 이 규격은 2시간 이상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4) LPS(Liter Per Second) : 초당 흐르는 공기 량(리터)

5) CFM(Cubic Feet per Minute) : 분당 흐르는 공기 량(1f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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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UFC 4-024-01(Section 3-5.2.8.1. Suggested Personnel Floor Area) 규격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 Tornado, Hurricane Shelter Area(DoD, 2008)

구 분 예상 보호시간 바닥면적/1인

토네이도 1시간 이내 0.46m2(5ft2)

허리케인 12시간 이내 0.93m2(10ft2)

허리케인 수일 1.86m2(20ft2)

허리케인 수일에서 수주 3.72m2(40ft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12시간 이내의 대피기간이 필요한 시설에는 수면공간이 고려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생방 대

피시설의 1인당 필요 소요면적은 0.93m
2
이며, 12시간 이상의 대피시설에서의 1인당 필요 소요면적은 1.86~5.6m

2
(2단 침

대를 사용할 경우 0.93~2.8m2)가 된다. 따라서 화생방 대피시설의 소요면적은 24시간 이상의 1등급의 경우 최소 2.8m2(2

단 침대)에서 최대 5.6m
2
(1단 침대)가 되며, 24시간 이내의 2~3등급의 경우 1.86m

2
가 된다(FEMA, 2006).

(5) HVAC시스템

통풍형 화생방 대피시설은 상황 발생 시 건물의 HVAC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거나, 가능한 빨리 독립되어야 한

다. 또한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유입될 때, 필터 등을 통과하여 양압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화생방 설비가 구

비되어 있지 않은 통풍형 설비 또는 비통풍형의 경우는 덕트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기밀설비나 밀착지 등을 활용하여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공기설비 등의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외부공기는 송풍기(AHU)를 통해 유입되며 프리필터, HEPA필터, 가스흡착필터를 통과해 여과된 공기가

내부 청정구역으로 정화된 공기를 공급한다. 이러한 구성은 평시나 화생방 상황이 발생된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구동

되어 긴급한 대처가 요구되는 화생방 테러 및 인적사고 등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Fig. 4은 미국의 공

공용 대피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는 화생방 설비가 구비된 HVAC시스템의 구성 예시와 댐퍼의 운영관련 사항이다.

Fig. 4 Example of HVAC System for High-level Protection(Do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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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생방 여과용 필터 선택 기준

미국의 대피시설에서 화생방물질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여과용 가스입자여과기 및 관련 필터는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며, 한국

과 같이 1등급 대피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입자여과기만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대피시설의 용도에 맞게 일정 수준이상의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필터, 가스흡착(Gas/Carbon Absorber)필터 또는 혼용제품(가스입자여과기 포함)을 다양하

게 사용하고 있다. HEPA 필터는 생물학 작용제와 방사능 낙진에 대해 방호가 가능하고, 가스흡착 필터는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방호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기존의 환기시스템에 HEPA필터만의 장착만으로도 화생방물질에 대한 노출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

는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화생방 대피시설을 구상함에 있어 사전에 시설물의 기밀성과 환기시스템의 적절성이 기준에 충

족한다면, 대응하고자 하는 위협에 따라 일정 수준이상의 HEPA필터 및 가스 흡착필터를 선택, 사용하여 화생방 대피시설을 구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필터를 장착하기 위해 일반 공조시스템의 하우징이 아닌 별도로 제작된 하우징을 설치해야 하

나,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위협요소를 판단하여 위협대상의 전체 또는 부분적 방호가 가능하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7) 환기량

1등급 대피시설은 IMC(International Mechanical Code6))의 권장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15CFM에서 최소 5CFM의 환

기량이 요구된다(Table 6). 환기량은 2~3등급의 시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원활한 환기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일

정 수준 이하로 유지시켜 위험요소를 감소시킨다.

Table 6. Ventilatory Volume of Ventilated CBR Shelter(FEMA, 2006)

구 분 체적 환기량 이산화탄소 농도

내 용 65ft3 15CFM(최소 5CFM) 0.25% 이하

FEMA 453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62-1981에 따르면 앉은 자세로 활동하는 인원을 위해 최소 5CFM의 환기를 제공하여 이산화

탄소(CO2)의 농도 수준을 0.25%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ASHARE Handbook 1982"는 이산화탄

소 농도를 3%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0.5%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 3CFM의 환기를 제공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FEMA, 2006). 그리고 통풍형 화생방 대피시설의 경우는 정해진 공기공급량을 준수하기 위해 여과

된 공기를 공급하면 되나, 비통풍형 화생방 대피시설인 3등급(경우에 따라 2등급 포함)의 경우 체적 및 체류인원 수에

따라 이산화탄소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이산화탄소는 체류인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UFC 4-024-01에서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는 이산화탄소 기준치를 최대

10시간 동안 10,000ppm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0분 동안 밀폐된 장소에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30,000ppm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피시설에 8~10시간 동안 대피인원이 있는 경우는 이산화탄소 수준을 점검

하여 20,000ppm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가 울리며, 대피소 이전을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외부공기와의 교환이 있는 경우에 천천히 증가하지만, 기밀된 대피시설에선 공기교환이 최소화되어

체류인구밀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기밀형 대피시설을 설계할 경우에는 대피시설의 규모, 공기교환율, 체류인

원 등을 감안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여야 하며, 식(1)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다.(DoD, 2008).

  

 
 (1)

C(t)= 이산화탄소 농도(ppm), (t) 대피시설 체류시간

P= 대피시설 내 체류인원(가정 : 서 있거나 약한 사무일의 경우)

t= 대피시설 내 체류자의 거주 시간(분)

V= 대피시설의 체적(ft3)

전고 조건 = 10ft

6) IMC(International Mech : 1996년 처음 발행되었으며, 국제 기계 코드 시스템으로서 기계 제조업체들이 만든 기계와 기술을 설명

하고 있으며, 사용자를 위해 중요 성능과 설치, 설계 설명 제공서로, ICC(International Code Council Inc.)에서 책자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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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식(1)의 공식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추이(조건: 대피시설 내 체류인구 밀도 10․12․15․20ft2/1인, 공

기교환율 없음, 천정 높이가 10ft)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즉, 1명의 인원이 10ft2(전고 10ft)의 체적에서 이산화탄소

누적 농도 10,000ppm에 이르는 시간은 63분이며, 20,000ppm에 이르는 시간은 127분이므로, 127분 이후에는 30,000ppm

에 도달하기 이전에 타 대피시설 또는 외부로의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Fig. 5 Trend of Increase in Carbon Dioxide in Non-Ventilated Facility

8) 접근성 및 위치

FEMA 453 Safe Room Criteria에 따르면 대피시설은 대피인원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접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외부

로의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최소한의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FEMA, 2006). 미국은 이러한 접근성

에 대하여 특별한 별도의 규정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건물 내에서 2분미만의 대피거리를 권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통풍형 대피시설의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첫 째, 바람

의 흐름을 판단하여 건물 내 대피공간은 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방향에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대피공간 주변에 독성물

질 저장소나 처리공장이 등이 위치한다면 대피공간은 공장 및 저장소의 반대편에 위치하여야 한다. 셋째, 건물 내 대피

공간은 외벽에 가까운 쪽에 위치하기 보다는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최상의 고층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하는

저층이 좋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대피인원이 대피시설에 도착하는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9) 식수 및 위생시설

미국은 대피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사전에 대피 공간 내의 체류자를 위한 식수와 화장실을 준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식

수는 상용제품의 병 형태로 구비하고 화장실은 휴대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되어 있다. 화생방 대피시설의 경우,

식수와 화장실의 구비는 FEMA 453에 따라 허리케인 대피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허리케인 위협은 최대 36시간

정도로 판단하여 장시간의 대피가 필요한 화생방 위협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 구체적인 규격은 화장실의 경우, 50인 이하의

체류인원에 대해 남녀를 위한 각각의 화장실을 2개 이상 구비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500명 당 하나를 추가하라고 명시하

고 있다. 또한 전원과 물의 공급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자족식(Self-Contained) 혹은 화학적 타입을 권장한다(FEMA, 2008).

5. 결  론

  

현재 국내에 2만 여개의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북한의 화생방공격 혹은 화생방테러로부터 방

호가 가능한 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 단순 방공호 수준으로서 공공용대피시설의 기준

확립이 시급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화생방 대피시설 중 SIP(건물 내 대피시설)를 중심으로 개념과 기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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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분석하여 한국형 대피시설의 계획 및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

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만이 화생방 방호가 가능하나, 미국의 경우 Class 1등급⋅2등급⋅3등급에 이르기

까지 짧게 수 시간부터 1주 이상의 방호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2) 대피시설의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대피시설은 대부분이 지하공간에 편중되어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조

건이 충족할 경우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지 않고 대피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미국의 대피시설은 단순히 대피시설로의 지정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유형 및 특징에 따라 건물 내 대

피시설의 지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등급별 필요설비, 부가장치, 양압기준, 기밀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다.

(4) Class 2⋅3등급에 해당하는 비통풍형의 대피시설의 경우는 대피소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 윗바람 지역의 선정,

독성물질 저장소의 반대 방향, 최상층보다 건물 내 대피인원의 접근이 용이한 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5) 단독주택 및 일반주택도 대피시설로의 지정이 가능하며, 대피소까지의 피난완료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피난시간의

단축에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6) Class 2⋅3등급 화생방 대피시설의 경우 기존 건물의 활용과 최소한의 구비조건으로 비용적 측면에서도 경제적이

어서 보다 폭 넓게 일반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 국민이 대피시설을 설치하기에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법·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한·미 대피시설의 개념과 상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화생방상황의 발생 시에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신

속하게 접근이 가능한 보호시스템의 정립 및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미국과 같이 저비용⋅적

정수준의 방호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사항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인원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일반가정 등의 임시적 대피가 가능한 체계를 도입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연구로 한국형 대피시설의

기준 및 운영시스템의 제시를 위하여 대피시설의 설계 시 군사위협에 따른 고려요소에 대한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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