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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appropriate placement method by floor for evacuating all occupants during the 
nighttime through evacuation simula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non-self evacuating 
patients were placed on the first floor, 266 patients and 6 workers were found to be evacuated after 460 
seconds. This result shows that it is meaningful to place non-self evacuating patients on the lower floor 
with a time that is faster than 540 seconds, which is an evaluation criterion set using life Safety standards 
for human. This result is a time faster than the evaluation criteria of 540 seconds, which is set using the 
life safety standards,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it is meaningful to place non-self evacuating patients on 
the lower floor. Next, as a result of placing non-self evacuating patients from the first floor to the fourth 
floor, it was found that evacuation of all occupants required 460 seconds for the first floor, 834 seconds 
for the second floor, 1,508 seconds for the third floor, and 1,915 seconds for the fourth floo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lacement of non-self evacuating patients on the rest of the floors, except for the 
first floor, can lead to dangerous results in excess of 540 seconds, which is a flashover time.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place non-self evacuating patients on a lower floor for safe evacuation. The study has 
limitations except for comparative analysis of changes in evacuation time due to changes in the number of 
workers at eldery care hospitals and situations in which fire-fighting facilities such as sprinkler facilities 
operate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vacuation time linked to the operation of the fire-fighting facilities 
and the evacuation time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future.
Keywords : Evacuation Safety, Elderly Care Hospitals, Patient Placement by Floor, A Non-self Evacuating Patient

1. 서 론

1994년 의료법 개정으로 요양병원이 신설된 이래 한국
의 요양병원은 2012년 1,103개소에서 2018년 1,560개
소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 하지만 많은 
수의 요양병원을 보유한 것과 비례로 많은 수의 요양병원
이 고층에 배치되고 있다.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
한 안전감찰 결과에 따르면 3~10층에 위치한 요양병원은 
92%(1299개)에 달하며, 11층 이상에 위치한 요양병원

도 2%(35개)에 달한다.[2] OOO도 OO시의 OOO요양병
원은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전부를 요양병원으로 사용하
던 중 발생한 화재로 21명이 사망하였으며,[3] 2019년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당한 OO도 OO시
의 OO요양병원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에서 
지상 3, 4층을 사용하다 참변을 당했다.[4] 

요양병원은 다수의 근무자가 근무하는 주간시간에 비
해 야간시간의 경우 근무자 부족으로 인한 초기대응인력
이 부족하고, 매뉴얼은 없으며, 교육훈련은 미흡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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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고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대응인력이 부
족하여 초기소화 실패 및 신고시간 지연으로 이어졌으며, 
매뉴얼의 부재 및 형식적인 교육훈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난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거동이 불
편한 요양병원 환자의 재실자 특성에 고층에 배치된 공간
적 특성이 더해져 화재시 효과적인 피난이 불가능한 실정
이다.

이현호(2019)는 Pathfinder를 활용하여 요양병원 단
독건물을 대상으로 환자 재배치, 경사로와 계단 이용, 피
난로 이용 방법 변경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피난시간을 산
출하였다.[5] 김현우 외 3인(2019)은 OO권역에 위치한 
4개의 요양병원에서 실시중인 피난 방법을 비교분석하여 
병실이 있는 층은 발코니를 설치해 외부로 임시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고,[6] 김종범(2009)
은 요양병원 화재 시 귀소본능을 적용하는 방법과 피난로
를 분산하는 방법,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환자 재배치 방
법을 변수로 이용하여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7] 
김종범과 이현호의 연구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피난시뮬
레이션을 실시하였고, 여러 변수를 이용하여 요양병원의 
적정 피난시간을 산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요양병원의 피난시간 개선을 위
한 시뮬레이션의 여러 변수 중 하나로 연구되는 경우가 많
았다. 환자 상태에 따른 층별 배치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
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해 거동이 불가능
한 환자와 자력 대피가 가능한 환자를 저층과 고층에 배치
하였을 경우에 대한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환자 상태에 따
른 층별 배치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층별 배치 방법에 대한 
피난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피난시뮬레이션

2.1 시설개요

피난시뮬레이션 대상은 총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
며, 건축물 높이는 17.313m이고, 건축면적은 1,506.1㎡, 
연면적 6,930.96㎡ 규모의 요양병원이다. 2층과 3층을 
단체 입원실로, 4층은 개인 입원실로 사용하고 있다. 
[Figure 1]은 지하 1층의 평면도로써 의료가스실, 식자재
창고, 조리실, 식품저온창고, 식당, 기계실, 전기실, 창고, 
의료소모품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층은 환자 입원 
시설이 없어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Figure 1] Floor plan of B1

 
[Figure 2]는 지상 1층의 평면도이다. 지상 1층은 물리

치료실, 진료실, 처치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매점 등으
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 중앙에 주출입구가 있으며, 건물 
양 옆으로 출입구가 있다. 입원실은 다른 용도 실로 대부
분을 사용하여 5인실 2개가 있다.

[Figure 2] Floor plan of the 1st floor

[Figure 3]은 지상 2층의 평면도이다. 지상 2층은 5
인 병실 20개, 근무자휴게실, 목욕실, 린넨실, 탕비실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 중앙과 양 옆으로 계단이 있다. 지
상 2층에는 현재 자력대피가 가능한 환자가 재실하고 
있다.

[Figure 4]는 지상 3층의 평면도이다. 지상 2층과 동
일하게 5인 병실 20개, 근무자휴게실, 목욕실, 린넨실, 탕
비실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 중앙과 양 옆으로 계단이 있
으며, 복도의 폭은 3.2m, 2.7m이다. 지상 3층에는 현재 
자력대피가 가능한 환자와 자력대피가 불가능하여 피난
상황시 도움을 받아야 피난이 가능한 환자가 혼재되어 재
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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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loor plan of the 2nd floor

[Figure 4] Floor plan of the 3rd floor

[Figure 5]는 지상 4층의 평면도이다. 지상 4층은 1인 
병실 16개, 2인 병실 20개, 샤워실, 휴게실, 탕비실, 프로
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옥상테라스로 
통하는 비상구가 있다. 지상 4층은 자력대피가 가능한 환
자가 재실하고 있다.

[Figure 5] Floor plan of the 4th floor

2.2 환자 수에 따른 야간 근무자 수

침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수용가능한 환자 수는 1층에 
5인실 2개가 있고, 2층과 3층은 5인실 20개씩으로 같은 
구조이며, 4층에는 1인 병실 16개, 2인 병실 20개가 있으

므로 최대 환자수는 266명이 된다. 환자 수 266명을 기준
으로 할 때 야간 근무자수는 의사 1명, 간호사 4명, 시설 
안전관리 담당 당직 근무자 1명으로 총 6명이 되며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number of nighttime worker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tients[8]

2.3 재실자의 배치

[Figure 6]은 재실자 배치에 대한 입면도 및 평면도이
다. 환자들은 2층과 3층의 5인 병실에 각 5명씩, 4층의 
1인 병실과 2인 병실에는 각각 1명과 2명씩 배치하였으
며, 의사, 간호사, 시설안전관리담당 등 병원 근무자들은 
복도에 배치하였다.

(a) Floor plan

(b) Elevation drawing

[Figure 6] The placement of occupants

Category Worker allocations standard
Number of 
workers

Doctor

In the case of doctors, dentist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1 doctor 
for any number of inpatients until 
300, 1 additional doctor per 300 
inpatients when exceeding 300.

1

Nurse
1 nurse for any number of inpatients 
until 80, 1 additional nurse per 80 

inpatients when exceeding 80.
4

Facility 
safety 

supervisor
1 person or more 1

Tota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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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실자의 신체적 특성

요양병원의 피난안전성 평가를 위해 재실자의 신체적 
특성을 연령, 키, 어깨너비, 보행속도로 구분하여 <Table 
2>와 같이 나타내었다.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occupants placed 
on each floor

Category Sex Age
Height 
(cm)

Shoulder 
width 
(cm)

Walking 
speed
(m/s)

Doctor M 30~40 173.7 40.3 1.5
Nurse F 20~30 160.2 35.6 1.5

Facility safety 
supervisor

M 30~40 173.7 40.3 1.5

Patient M 65~ 164.4 37.9 0.9
Patient F 65~ 152.9 35.5 0.9

Patient un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M 65~ 164.4 37.9

Bedridden 
patient1)

Wheelchair: 
0.87

Patient un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F 65~ 152.9 35.5

Bedridden 
patient

Wheelchair: 
0.87

연령 및 성별을 통해 통계청의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9],[10]연령 및 성별에 따
른 보행속도는 김응식 외 3인(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
다.[11] 중증환자 및 치매환자를 자력대피 불가 환자2)로 
분류하였으며 3층의 중증 및 치매환자 중 25명으로 선정
하였다. 야간시간 층별 배치 인원수는 <Table 3>과 같다.

2.5 재실자의 행동특성

연구대상으로 사용된 요양병원에는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가 존재하므로, 자력이동 불가능한 환자의 
이동에 도움을 줄 인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원을 설정하
기 위해 재실자의 행동특성을 설정하였다. <Table 4>와 

1) Bedridden patients are unable to move independently and 
cannot walk so their walking speed is not applicable.

2) 자력대피 불가 환자: 3층에는 총 50명의 중증 및 치매환자가 입
소하고 있고, 이중 25명은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며 이동식 
침대에 누워있는 것으로 설정했다. 2층과 3층의 입소자는 각 
100명이고, 이 중에서 여성 50% 남성 50%의 비율을 설정했다. 
3층의 중증환자 및 치매노인들은 휠체어에 탑승하고 있는 인원 
25명, 이동식 침대 탑승인원 25명으로 설정했다. 이 중에서 휠
체어로 자력 대피가 가능한 인원들은 여성 13명, 남성 12명으로 
총 25명이 휠체어로 자력 대피가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였고, 도
움 없이 이동을 할 수 없는 인원은 3층에 총 25명으로 설정했다.

같이 병원 근무자인 의사, 간호사, 시설안전관리담당을 
Assisted Evacuation team으로 설정하고, 자력대피 가
능환자를 Self-evacuation, 자력대피 불가환자를 Wait 
Assisted Evacuation team로 설정하였다. 

<Table 3> The number of people per floor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night occupants

Category Sex
Number of people

1st 2nd 3rd 4th

Doctor M  1

Nurse F  1 2 1

Facility safety 
supervisor

M  1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M  5 50 25 28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F  5 50 25 28

Patients 
un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M

Bedridden 
patient

13

Patients 
using a 

wheelchair
12

Patients 
un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F  

Bedridden 
patient

12

Patients 
using a 

wheelchair
13

<Table 4>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Occupants

Category Behavioral Characteristic

Doctor Assisted Evacuation team

Nurse Assisted Evacuation team

Facility safety 
supervisor

Assisted Evacuation team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Self-evacuation

Patients using a 
wheelchair

Self-evacuation

Patients un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Wait Assisted Evacuation team

2.6 시나리오의 구성 및 피난개시시간의 설정

연구에 사용된 요양병원에는 256명의 환자가 재실 중
이며, 야간 시간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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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자배치는 2층에 자력대피 가능환자 100명, 3층에 자
력대피 가능환자 50명, 휠체어로 대피하는 환자 25명, 침
상에 누워있어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환자 25명, 4층에 자
력대피 가능환자 56명이 배치되어 있다. 시나리오는 
<Table 5>와 같이 현재 요양병원의 환자 배치와 동일하
게 3층에 자력대피환자를 배치했을 때 피난시간 분석, 자
력대피 불가환자가 있는 환자를 1층에 배치하였을 때 피
난 시간분석, 각각 2층과 4층에 배치하였을 때 피난 시간
을 분석하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비교분석하
고자 한다. 이동할 경우에 4개소의 출입문 중 무대부를 중
심으로 좌,우측에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개폐장치가 작동
되어 한쪽방향은 자동개방이 되고 한쪽방향의 출입문은 
체육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신속히 이동하여 양문을 개방
하게 되어 실외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한다.

피난개시시간은 야간시간의 특성상 환자의 안정을 위
해 수면제를 처방하는 경우, 수면으로 인한 화재인지 지
연, 주간 시간 대비 피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120초 
후에 피난을 시작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7 평가기준

피난시뮬레이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3가지 기준을 설
정하였다. 첫째,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활동을 
시작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방대 평균 현장 도착시간으로 설정하였다. 한

국의 경우 화재신고 후 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2019년 전국 평균 7분 10초 소요되기 때문에 피
난경과시간을 7분 10초[12]로 설정하였다. 

둘째,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방법 및 기준｣의 인
명안전기준을 이용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인 
점과 화재경보신호를 이용한 경보설비와 함께 비 훈련 근
무자를 활용할 경우를 가정하여 피난가능시간을 8분 미만
으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은 <Table 6>과 같다.[13]

<Table 6> Standard for Possible Evacuation Time

Building usage
Possible 

evacuation time

Hospital, Elderly care hospital, Other 
public accommodations
(Most inhabitants need help from their 
surroundings)

8 min. or 
less

셋째, 플래시오버 발생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김
형진 외 3인(2003)의 연구에 따르면 플래시오버 발생시
간은 짧게는 2~3분 내에 발생할 수 있으며, 길게는 1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14] 이요양병원의 경우 개구부의 
크기가 작고 구획된 실로 인해 다른 실로의 화재 확산이 
지연된다는 점과 가연물의 양이 적고 내장재 및 가구 등이 
화재에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화염의 크기를 저속난
류화염으로 설정하여 결과 최초 화재발생부터 플래시오버
까지의 소요시간을 9분으로 정하였다.

<Table 5> Composition of scenarios by patient placement

Category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Scenario 4

1st

doctor’s offices, treatment 
room and etc
10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50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25 Patients using a 
wheelchair 
25 Patients un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doctor’s offices, treatment 
room and etc
10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doctor’s offices, treatment 
room and etc
10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2nd
100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doctor’s offices, treatment 
room and etc
10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50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25 Patients using a wheelchair 
25 Patients un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100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3rd

50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25 patients using a wheelchair
25 Patients un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100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100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56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4th
56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56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56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50 patients 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25 patients using a wheelchair
25 patients unable to 
evacuate indepen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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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시나리오 1에 따른 피난시간

시나리오 1은 현재 요양병원의 배치와 같이 1층에는 진
료실, 처치실 등이 위치하고, 2층과 4층에는 자력대피 환
자, 3층에는 자력대피환자와 자력대피 불가환자가 함께 재
실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피난시뮬레이션 실시결과 
환자 266명과 근무자 6명을 포함한 272명이 대피하는데 
1,508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7]은 현재 
요양병원의 배치와 같이 자력대피 가능환자와 자력대피 불
가 환자가 3층에 재실할 경우 피난시뮬레이션 결과이다.

(a) After 430 seconds

(b) After 480 seconds

(c) After 540 seconds

(d) After 1,508 seconds(RSET)

[Figure 7] Changes in the number of escapes by elapsed 
time when a fire occurs while placing the 3rd floor of a 

non-self evacuating patient

3.2 시나리오 2에 따른 피난시간

시나리오 2는 연구에서 사용한 건물의 최하층인 1층에 
자력대피 가능 환자와 자력대피 불가 환자가 함께 재실하
고, 2층에는 진료실, 처치실 등이 위치하고, 3층과 4층에
는 자력대피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피
난시뮬레이션 실시결과 460초 경과 후 환자 266명과 근
무자 6명 모두 대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방법 및 기준｣의 인명안
전기준을 이용하여 설정한 480초보다 빠른 시간이다. 
[Figure 8]은 자력대피 불가 환자와 자력대피 가능한 환
자를 1층에 배치할 경우 피난시뮬레이션 결과이다.

(a) After 430 seconds

(b) After 460 seconds(RSET)

[Figure 8] Changes in the number of escapes by elapsed 
time when a fire occurs while placing the 1st floor of a 

non-self evacuating patient

3.3 시나리오 3에 따른 피난시간

시나리오 3은 1층에는 진료실, 처치실 등이 위치하고, 
2층에 자력대피 환자와 자력대피 불가 환자가 함께 재실
하고, 3층과 4층에는 자력대피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피난시뮬레이션 실시결과 건물 전체 재
실중인 272명이 피난하는데 834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Figure 9]는 자력대피 불가능한 환자를 2층에 배
치 중 화재발생 시 피난시뮬레이션 실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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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ter 430 seconds

(b) After 480 seconds

(c) After 540 seconds

(d) After 834 seconds(RSET)

[Figure 9] Changes in the number of escapes by elapsed time 
when a fire occurs while placing the 2nd floor of a non-self 

evacuating patient

3.4 시나리오 4에 따른 피난시간

시나리오 4는 1층에는 진료실, 처치실 등이 위치하고, 
2층과 3층에 자력대피 가능환자가 재실하고, 건물의 최상
층인 4층에 자력대피 가능환자 와 자력대피 불가 환자가 
함께 재실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피난시뮬레이션 
실시결과 272명의 건물 재실 전체 인원이 피난하는데 
1,915초 경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0]은 연구
에 사용된 건물의 최상층인 4층에 자력대피 불가 환자를 
배치했을 경우 피난시뮬레이션 실시결과이다.

(a) After 430 seconds

(b) After 480 seconds

(c) After 540 seconds

(d) After 1,915 seconds(RSET)

[Figure 10] Changes in the number of escapes by elapsed 
time when a fire occurs while placing the 4th floor of a 

non-self evacuating patient

4. 결 론

이 연구는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해 야간시간의 재실자 
전원의 대피가 가능한 적정 층별 배치방법을 분석하였다.  
(1) 자력대피 불가 환자를 1층에 배치 시 460초 경과 후 
환자 266명과 근무자 6명이 모두 대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방법 및 기
준」의 인명안전기준을 이용하여 설정한 평가기준인 540
초보다 빠른 시간으로 자력대피 불가 환자를 저층에 배치
하는 것이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2) 자력대피 불가 환자를 1층부터 4층까지 배치시킨 
결과 재실하고 있는 전원이 피난하는데 1층 배치시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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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2층 배치시 834초, 3층 배치시 1,508초, 4층 배치시 
1,915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층을 제
외한 나머지 층에 자력대피 불가 환자 배치 시 플래시오버 
발생시간인 540초를 초과하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안전한 피난을 위해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환자를 저층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 첫째, 화재시 대형인명피해
의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 상층부에 요양병원
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4년 OOO도 OO시의 OOO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 요양병원을 저층에 배치하
는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되고 말았고
[15], 2018년 행정안전부 감찰결과 3~10층에 위치한 요
양병원이 92%를 차지[16]하는 등의 반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환자를 저층에 배치하는 기
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자력대피가 불
가능한 환자를 저층에 배치할수록 피난시간 단축에 유의
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련법령에 자
력대피 불가 환자를 저층에 배치하는 규정이 미비한만큼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요양병원은 수평 피난이 가능
하도록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고령자 시
설 피난 계획 수립 시 수평 피난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
고 있지만[17], 한국 건축법에는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세
부규정이 없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
한 상태와 마찬가지이다.[18] 수평 피난을 원칙으로 하는 
관련규정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요양병원 근무자 수 변화에 따른 피난 시간의 
변화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이 작동한 상황에 대
한 비교 분석을 제외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근무
자 수 변화에 따른 피난시간과 소방시설 작동과 연동한 피
난시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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