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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Korea has imported and executed Performance Based Design for the method to settle the dangerousness on 

outbreak of fire of high-rise building. The overseas country's PBD is autonomic but It is unable to carry out the 

essential role of PBD as the performance based design that based the code based design in the domestic. Also It occurs 

the problems that different the classification standard of building as dualisation between the building code and the fire 

services act.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overseas's cases for the PBD of high-rise building and have drawn the 

improvement direction & the problem of domestic's PBD by comparing and the analysing the domestic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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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최근 국내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발생에 따른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 이

하 PBD)를 2009년에 도입 및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등 국외에서도 PBD를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PBD는 국외와 달리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사양위주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위주 설계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법의 사양설계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관계법령간의 기준이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고층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위하여 국외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의 법규를 

비교분석함으로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국외의 법령체계조사 및 국내법령 비교

2.1 국외의 법령 체계 조사

성능위주 소방설계(PBD)란 기존의 사양위주의 설계가 아닌, 화재의 방화공학적 분석에 의하여 설계 대상물의 화재 상황을 예측, 이에 

적합한 소화 설비를 하는 법을 말한다.   국외의 PBD사례로 미국은 2001년, 일본은 2000년, 영국은 1996년에 PBD를 시행하였으며 호

주,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의 각 주요국가에서 성능적 피난안전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외 PBD 제도는 대상건축물에 대한 조건이 없으며  피난, 방·내화성능, 소방시스템 등의 통합으로 설계의 범위

를 확장하였다. 또한 법규위주 설계의 대안설계로서 법규위주와 PBD중 선택할 수 있고 각 규정은 피난, 방·내화성상, 소방시스템 등에 

관하여 서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건축법에서의 PBD와 소방법에서의 PBD를 나누어 설계를 하고 있다 

2.2 국내법령 비교

국내의 PBD는 2009년 1월 1일 소방공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높이 100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한다. 성능위주설계가 사양위주설계를 보완하고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성능위주 설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현행 소방관련법령과 고시에 적합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성능위주설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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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체계와 맞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표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건축법과 소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어 건축물 화재 안전 규정간 

상호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로 분류하여 건축규제에 적용을 하였고 소방

법에서는 화재 시 재산보호 및 국민안전을 위해 소방대상물 가운데 특별히 유지관리가 더 필요한 소방대상물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각 

법령간 건축물 용도분류체계가 상이하며 각 법령간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표 1 - 국내 초고층 건축물에 관련되는 화재안전법령 비교

구분 특별법 건축법 소방법

정의
-초고층건축물: 50층이상, 200m 이하
-준초고층건축물: 30층이상 50층미만,120m이상
200m미만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정소방대상물

피
난
안전
설계

피난
안전
구역

-초고층건축물: 30층마다 1개이상
-준초고층건축물: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에서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예:40층일경우, 20층에서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3, 4항 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없음

피난용
승강기

-초고층건축물: 1대 이상 설치
-준초고층건축물:해당없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제30조(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없음

내화
안전
설계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보의 내화성능 확인기준 및 방법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없음

폭렬
억제대책 건축법과 동일함

․콘크리트의 표면 : 500℃이하
․보강재료(철근) :
350℃이하(폭렬무)

없음

외벽 없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사용 없음

소방
시설 등의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옥내소화전
설비 없음 없음

․수원은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5개이상 설치된
경우 (5×7.8m3)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이상설치
․비상전원은 60분이상 작동

스프링클러 없음 없음

․수원은 설치장소별 SP헤드의 기준개수×4.8m3
․SP설비 주배관중 수직배관은 2개이상 설치
․SP헤드는 2개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 공급

자탐설비 없음 없음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단선시
고장표시)

제연 없음 없음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등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60분 이상 작동)

특별피난계
단의
계단실

없음 없음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최소차압 40Pa(SP설치시
12.5Pa)

화재시나리오 없음 없음 7가지 시나리오 (선택≤ 3케이스)

총괄재난관리자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련업무를
총괄관리하기위해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 없음 30층이상(지하층포함)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종합방재실의 설치 및

운영
통합적 재산관리를 위해 종합방재실을 설치 및
운영 없음 없음

3. 결 론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 설계를 위해 관련볍령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국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PBD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사양위주설계가 밑바탕이 된 설계로 PBD의 본질적인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외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의 PBD와 소방법의 PBD를 따로 구분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로 건축

물의 분류 기준이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법과 건축법 그리고 소방법에 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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