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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취약계층 특히 장애아동을 전문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피난 부하를 고려한 피난 모델
구축을 통해 장애아동의 피난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피난 부하 및 모델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피난 훈련을 통해 장애아동의 피난 행태 및 방법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피난 부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장애아동의 피난은 장애 유형
및 수준, 피난 행태를 고려하여 피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으며, 피난시 피난 수단 및 방법의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재난시 장애아동의 피난 부하는 비장애인의 피난 부하와 상이한 조건을 보이며, 장애아동의 특별한 피난 행태
(피난 방법 및 수단)를 반영하는 피난 통로 및 피난 부하 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휠체어 또는 뇌성마비 등 
장애 유형 및 수준에 따라 수직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아동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서 2층 이상의 활동실에는 장애아
동의 안전한 구난시까지 대기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opose evacuation recommendations through evacuation 
model considering occupancy load model in child care center with disabilities.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urvey on the occupancy load and egress model and evacuation experiments have carried
out, and evacuation occupancy load model for child care center with disabilities a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evacuation pla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necessary 
special considerations according the type and levels of disability, and various egress means and method 
for children in child care center with disabilities conditions. (2) The evacuation occupancy loads are 
different with non-impaired children and evacuation occupancy loads and evacuation corridors width are
necessary considering impaired children’s evacuation behaviors. (3) The temporal evacuation area(refuge 
area) is essential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who are impossible vertical evacuation such as impaired 
children using wheelchair and cerebral pal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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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재난에서 장애인은 안전취약계층(「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9의 3)으로서 전체 인구의 5.0%(등
록 장애인수, 2019.12.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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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0만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4.7배나 높은 편이다(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2017.9.25.). 재난이나 안전사고에서 가장 기초적
인 안전보장은 재실자를 안전한 장소로 ‘피난
(evacuation)’시키는 것이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인 어린
이, 노약자, 장애인은 재난의 인지로부터, 스스로 피난을 
결정하거나 피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행태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안전취약계층의 피난은,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
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
난시설,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의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또는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
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직통계단에 이르는 
거리 및 피난안전구역 등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신체활동 능력이나 보행보조기(휠체
어 등)를 포함한 신체치수, 그리고 수직 피난의 실제적 
가능여부 등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 고려는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발생시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
약계층 특히 장애를 지닌 어린이가 주로 생활하는 장애
아전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축환경 및 재실자 특성에 
따른 피난부하를 분석하여,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피난을 
가능하도록 하는 피난부하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재난 시 피난행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안전취약계층 즉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장애

아전문 어린이집의 피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첫째 기존 
피난 시뮬레이션 모델 및 피난부하모델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둘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의 장애유
형, 수준 및 피난행태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를 기
초로 장애아동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피난부하모델을 검
토하고, 이를 통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피난환경 개선방
안을 제안하였다.

1.3 선행연구 고찰
기존 피난관련 연구는 첫째, 기존 화재 등 재난 발생 

사례인 즉 지하철[1], 고시원[2], 복합영화관[3] 등을 대
상으로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피난 소요시간 및 행
태 연구가 있다. 둘째 피난 시뮬레이션 모델(Exodus, 
Simulex 등) 비교분석[4] 및 대피장애로 인한 행동특성
[5], 신체특성[6,7] 그리고 심리적 변수[8] 등을 고려한 
피난모델[9]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안전취약계

층(영유아[10,11], 장애인[12], 노인[13], 환자[14] 등)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병원 등
을 대상으로 하는 피난행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이 주로 생활
하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피난실험 및 피난
행태 분석을 통한 피난환경을 분석하고, 피난부하모델을 
제안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 피난부하모델

2.1 피난모델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은 최단 거리를 이동하여 최소 

시간 안에 안전구역(refuge area)으로 피난하는 것을 전
제로 한다. 재실자의 피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
인별 속성(연령, 장애, 신체치수, 익숙도, 심리적 요인 등)
와 건축물 공간구조(통로, 계단, 경사로, 장애물 등)가 중
요하게 작용한다. 재실자들이 피난을 완료하는데 소요되
는 피난시간은 화재로 인해 위험에 도달하게 되는 시간
보다 짧아야 하며, 피난소요시간을 산출하는데 가장 중요
한 요소는 재실자의 피난속도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
우 개인별 속성인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등) 및 보조
기구(휠체어, 클러치 등) 사용 여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재난인식으로 부터 피난여부 판단, 피난속도, 피난
가능여부 등에서 매우 상이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a) (b)
[14], p.30

Fig. 1. Egress model according to body size
         (a) non-impaired person (b) impaired person

실제적으로 피난관련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인 
‘EXIT89’, ‘Simulex[Fig. 2.], Exodus’ 등은 재실자가 있
는 각 공간에서 출구 토출, 복도 및 계단 피난 등 ‘화재로 
인한 긴급대피 유동(fire-drill exiting flows)’을 ‘신체치
수’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즉, 비장애인의 신체
치수 및 이동속도를 기반으로 밀도개념(crowd behavio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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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지체, 정체 등의 피난행태를 예측하고 있다[Fig. 1.]. 
이러한 모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피난행태
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a) (b)
[10], p.85

Fig. 2. Evacuation simulation model(SIMULEX) 
        (a) Inter-person distance model (b) Simulation model

Spec
Floor(m/s) Stair(m/s)

Mean ± SD down upward

SIMU-
LEX

Adult
Man 1.35 ± 0.2 0.6 0.5

Woman 1.15 ± 0.2 0.6 0.5

Child  0.9 ± 0.3 0.6 0.5

Senior  0.8 ± 0.3 0.6 0.5

NFPA  1.0 ± 0.0 0.6 0.5

SFPE  1.4 ± 0.0 0.6 0.5

Table 1. Evacuation velocity variables in SIMULEX, 
NFPA, SFPE

2.2 재실자 피난부하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에서는 재실유형

(occupancy classification)을 10가지로, LSC(Life 
Safety Code)는 건축물 사용목적(function of use)에 
따라 14가지로 나누고 있다[Table 2.]. 재실자 부하
(occupant load, OL)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예
상되는 최대인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IBC는 재실자 부하
(OL)를 건축물에 피난이 요구되는 사람의 수로 제시하
고, 피난수단(means of egress)을 피난거리(travel 
distance, common path of egress, dead-end)로 산
정하고 있으며, LSC는 재실자 부하를 건축물내 재실하는 
전체 사람의 수로 제시하고 피난수단(means of egress)
을 용량(capacity)로 제시하는데, 폭(width)과 수
(number)로 산정하고 있다[Table 3.].

Occupancy classification
International Building Code Life Safety Code
Assembly Ambulatory Health Care
Business Apartment Buildings
Education Assembly
Factory and industrial Business
High Hazard Day-Care
Institutional Detention and Correctional
Mecantile Education
Residential Industrial
Storage Health Care
Utility and Miscellaneous Hotels and Dormitories

Mercantile
One- and Two-Family Dwellings
Residential Board and Care
Storage

Table 2. Occupancy classification in IBC and LSC

Spec
Stairways

(width/person)

Level Components 
and Ramps

(width/person)
in. mm in. mm

Residential  
 board and care  0.4 10 0.2  5

Health care, 
  sprinkered  0.3   7.6 0.2  5
Health care, 
  nonsprinkered  0.6 15 0.5 13
High hazard
  contents  0.7 18 0.4 10

  All others  0.3   7.6 0.2  5
NFPA 101B-31

Table 3. Egress Capacity Factor(LSC)

(a) (b)
[17], p.38

Fig. 3. Determining MOE(Means of Egress) capacity
        (a) Occupancy load (b) Maximum occupancy sign

국내에서는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건축법 제
50조의 2)를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시 건축물 
용도 및 재실자 밀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의 경우는 건축법의 피난거리 및 소방법의 건축물 기능
에 따른 소방설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안전취
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노유자시설(노인요양병원, 장애
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에서의 피난부하는 비장애인과 동
일하며, 다만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기준을 강화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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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2.3 피난부하모델의 구성요소
피난부하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시설의 건

축계획적 특성과 재실자 행동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계획적 특성은 노인시설, 병원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과 같이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건축
물은 재실자의 피난 및 이동행태를 고려하여 경사로나 
계단 높이, 통로 폭 등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노
약자나 장애인이 보조기구(휠체어, 클러치 등)를 이용하
여 이동하는 경우 교행 및 회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축환경적 요인인 피난통로 및 계단, 출구나 복
도의 폭, 계단 높이, 장애물 등은 바닥면적 대비 재실자 
수로 구성되는 밀도와는 별개로 보행자의 피난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실자 행동특성은 재난시 패닉 등의 상황에서 나타나
는 행동특성을 말하며,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경로(일상동선 지향성)로 피하려고 하거나, 원래 왔던 길
로 피하려는 경향(귀소본능)을 나타낸다. 위험한 불꽃과 
연기 등으로 부터 가능한 멀리 이동하려고 하며, 대피경
로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거나 연기에 의해 자신의 
공간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군집을 형성하여 대다수
의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군집추종본능)으로 피난하려고 
한다. 또한 밝은 방향을 향해 피난(지광본능)하거나, 열려
진 느낌이 드는 방향으로 피하려는 경향(향개방성) 등을 
지니고 있다.

Spec Evacuation Behaviors

Homing instinct tendency to go back following the way

Risk 
aversion move as far as possible from dangerous 

Positive 
phototropism. move towards a bright direction

Herd 
instinct forming a community

Following 
instinct

most people move in the direction of 
movement.

Daily routine 
orientation

tendency to evacuate using stairways, 
familiar paths

Straightness tendency to go straight until a dead end, 
stairs and passages

[15], p.20

Table 4. Evacuation Behaviors in Panic Situations

3.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장애아동 행동특성

3.1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구조 및 설비 기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

조와 관련 [별표1]에 의해, 1.입지조건, 2.규모, 3.구조 및 
설비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설
치기준은 3.구조 및 설비 기준에서 설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장애아 12명 이
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과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장애물·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장
애아 1인당 7.83㎡ 이상(일반 4.29㎡ 이상), 보육실은 장
애아 1인당 6.6㎡ 이상(일반 2.64㎡ 이상)의 면적을 요구
하고 있다. 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없이 접근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
애가 없어야 한다.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
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시각장
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
다. 옥외 피난계단은 유효폭 0.9미터 이상, 회전과 자재
문은 금하고 자동문 설치시 개폐시간은 3초 이상으로 하
며,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관점에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는 출구를 두
어야 하며,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
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이 4층
과 5층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장애아동의 접근성
를 고려한 기준으로, 재난시 장애아동의 피난행태에 대한 
고려없이 비상재해 대비시설로 제시하고 있다.

(a) (b)

Fig. 4. The Child Care Center with Disability
       (a) 1st Floor  (b) 2nd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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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Behavior Characteristics

Cerebral 
palsied

․ impossible walking 
by oneself

․ wheelchair moving 
with helper

․ living on the mat

Autistic 
disorder

․ walking with teacher
․ sometimes deny 

moving

Developmental 
disability

․ hugging with arms 
by teacher

․ sometimes deny 
moving

Table 5.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a) (b)

Fig. 5. Mean of egress for evacuation
         (a) Balcony  (b) Corridor

3.2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 행동특성
장애아동의 행동특성은 장애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지적, 자폐 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지닌 아동은 
주의집중 지속시간, 범위, 선택적 주의 등에 곤란함을 가
지며, 주변의 자극에 대해 과잉 및 위축행동, 공격행동 등 
돌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반면에 지체 장애의 경우 목
발이나 휠체어 이용 등으로 계단 또는 경사로 이용에 어
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뇌병변 또는 뇌성마비 장애는 자
립적으로 서 있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각장애
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장소에서는 이동에 장애가 있
을 수 있으며, 청각장애는 상황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재난발생으로 인한 패닉상황에서 장애유
형에 따라 재난상황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였지만 피
난이 불가능할 수 있다. 즉, 뇌성마비 및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항상 바닥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타는 것 조차 어렵기 때문에, 평소 실내에서 휠

체어를 타고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다[Table 5.]. 반면에, 청각 
또는 발달 장애아동은 이동성을 지니고 있어도 재난상황
을 스스로 인지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며, 재난상황을 인지
하고 피난이 안내되면 피난에 느리지만 가능할 수 있다. 
결국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피난행동 특성은 
장애유형 및 수준에 따라 보육교사 또는 활동 도우미 등
의 도움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피난부하 모델

4.1 건축물 피난부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피난행태 분석은 현장조사를 통

해 각 어린이집의 건축적 특성을 분석하고, 재실하는 장
애아동의 장애유형 및 수준, 그리고 이동행태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육교사와의 면담조사를 
통하여, 자력피난 가능한 장애아동의 수, 주 피난통로, 피
난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 피난통로 및 피난안전구역 등을 대상
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주요 관찰점에 실험통제
를 위해 연구보조인력을 배치하였다. 피난실험은 각 1회
씩 실시(2018.10.17~18)하였으며, 녹화영상 및 피난행
태 기록을 분석하였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수직 접근을 위해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 설립인가를 받은지 오래된 경우 1층 주접근
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수직이동을 위한 설
비가 미흡한 사례들이 있다.

(a) (b)
[16], p.6

Fig. 6. Evacuation Route
        (a) 1st Floor  (b) 2nd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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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Floor
Travel distance Lap

time
Velocity

(m/s)indoor outdoor Total

13.9m 14.8m 28.7m 10” 2.87m/s

7.7m 1.5m 9.2m 17” 0.54m/s

9.7m 1.7m 11.4m 31” 0.37m/s

2nd 
Floor

Travel distance Lap
time

Velocity
(m/s)2nd FL stairway 1st FL Total

5.6m 6.7m 11.9m 24.2m 31” 0.78m/s

9.6m 6.7m 11.9m 28.2m 53” 0.53m/s

7.4m 6.7m 11.9m 26.0m 1’05” 0.4m/s

Table 6. Travel Distance and Lap Time, Velocity

Spec Evacuation behaviors

Wheelchair
28.7m, 
2.87m/s

Hugging 
and 

walking
27.5m / 
1.25m/s

Walking 
with 

teacher
37.4m / 
1.06m/s

Hugging 
with arms
28.8m / 
0.85m/s

Hugging 
with arms
24.2m / 
0.78m/s

Drag out
9.2m, 

0.54m/s

[16], pp.6~7

Table 7. Evacuation behaviors according impaired 
type and level

(a) (b)

self walking wheelchair hugging drag-out

Fig. 7. Occupancy load according disability
        (a) 1st Floor  (b) 2nd Floor

건축물에서의 피난은 2층의 경우 재난발생시 각 보육
실에서 보육교사 및 장애아동이 수평피난을 실시한 후, 
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이동하거나[Fig. 6. (b)], 1층은 
수평피난을 통해 피난할 수 있지만 안전한 피난장소까지 
장애아동을 피난시켜야 한다[Fig. 6. (a)]. 즉, 피난부하는 
보육교사가 인적서비스에를 통해 장애아동을 개인별로 
안거나 걸리면서 “수평피난 → 계단 → 수평피난 → 피난
안전구역”으로 피난시키고 있다[Fig. 7. (a), (b)]. 특히 장
애아동과 보육교사의 구성비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1차
로 장애아동을 피난시킨 후, 다시 보육실로 돌아와서 마
지막 남은 장애아동을 피난시켜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건축물의 실내 및 실외 환경적 특성(계단, 

경사로 등)은 피난거리(travel distance) 및 피난속도에 
의해 피난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Table 6.]. 따라서, 
장애아동의 피난행태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아전문 어린이
집의 건축물 환경은, 피난환경에 적합한 출구, 경사로 및 
피난안전구역 등 피난부하를 저감시킬 수 있는 건축계획
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2 재실자 피난부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재실자의 속성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어린이집과는 매우 상이하며, 특히 중증장애(뇌
성마비 등) 아동이 대부분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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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이동하거나 생활이 불가능하여 재난시 보육교사
에 의해 피난하여야하는 실정이다. 즉, 장애아동이 직접 
보행가능한 경우(자폐, 발달장애 등)에도 실제적으로 보
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신체적으로 어린 장애아동
의 경우 보육교사가 안거나 걸리는 등 보육교사의 도움
을 받아 피난하여야 한다.[Table 7.]

다만, 자폐나 지적장애의 경우 재난상황을 잘 이해하
지 못하여 보육교사가 재난정보를 전달하여도 이를 인지
하지 못하거나 패닉상태에 이르러 피난을 거부하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체적으로 성장한 초
등학교 장애아동의 경우 피난을 거부할 경우, 보육교사가 
피난을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유형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피난방법 특히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대응 등 재실자의 속성을 반영하
는 피난부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장애아동 피난부하는 장애유형 및 수준에 따라 
장애아동과 보육교사가 함께 즉, 휠체어, 안고 걸리는 경
우, 안아서 피난, 그리고 실내 매트와 함께 피난
(drga-out)하는 경우 등 기존의 통로 및 출구 폭에 비하
여 넓은 피난출구 및 통로 폭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LSC(Life Safety Code)의 재실자 수 및 목적
기능에 따라 통로의 폭(corridor width)을 제안하는 것
처럼, 장애아동의 피난부하를 고려한 통로 유효폭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4.3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피난부하 모델
피난부하 모델은 재실자의 피난특성(장애유형 및 수

준, 피난방법 등) 및 건축환경을 피난계획 수립시 복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일 제시하는 모델이다. 즉, 재
실자(장애인, 보육교사 등)의 성별, 연령대, 장애유형, 장
애수준, 피난자 수, 피난방법 등의 관련요소들이 복합적
으로 고려되어 피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속도[Table 7]
를 통해 피난 수월성을 검토하는 일련의 흐름을 의미한
다. 또한 재실자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부터 피난안전
구역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난수단(means of egress) 
즉, 출구(수, 폭), 피난거리, 복도(양측 피난여부, 막다른 
복도, 폭 등), 그리고 계단 등 피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건축) 환경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실제적으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피난부하모델은 장
애아동의 장애특성 및 수준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즉, 화재경보가 발령되면 중증또는 청각 장애아동은 재난
발생을 스스로 인지할 수 없으며, 특히 중증장애로 자력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 보육교사 또는 조력자(버디)의 도

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재실자의 장애유형 
및 수준은 수평피난뿐만 아니라 수직피난의 가능여부에 
따라, 조력자가 장애아동을 안거나 휠체어, 매트
(drag-out) 등을 이용하여 직접 피난시킬 수 있지만, 수
직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소방관에 의해 구난이 이루어질 
때 까지 피난안전구역(refuge area) 또는 임시피난구역
(area of rescue assistance)에서 대기할 필요성이 있다.

Fig. 8. Evacuation Occupancy Model of 
Children with Disability

5. 결론

본 연구는 재난약자 특히 장애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피난행태 및 시설환경을 기초로, 피
난환경 개선을 위해 피난부하모델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비하여 건축계획
적 고려 및 강화된 재난안전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대상
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건축 및 피난환경을 조사하고, 피
난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피난행태 및 속도 등을 분석하
였다. 이상의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내 재난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피
난환경 개선을 위해서, IBC 또는 LSC의 사례처럼 재실
자의 피난부하를 고려한 건축계획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 즉,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의 장애특성 
및 수준, 피난행태 등 건축물 및 재실자 피난부하를 고려
한 건축 및 피난 환경 계획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피난부하는 자력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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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피난을 위해 보육교사와 함께 
피난, 즉 휠체어, 안거나 매트로 감싸서 피난시키고 있어, 
재실자의 피난부하의 형태에 따라 피난속도 및 피난행태
애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난통로의 유효 폭 등
에서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이 있다. 즉, LSC(Life Safety 
Code)의 재실자 수 및 목적기능에 따라 통로의 폭
(corridor width)을 제시하는 것처럼, 장애아동의 피난
부하를 고려한 통로 유효 폭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재실자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부터 피난안전
구역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난수단(means of egress) 
즉, 수평피난 및 수직피난에서 피난거리(travel 
distance) 및 장애아동의 이동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즉, 수직피난의 건축물 피난거리 및 재실자 특성에 
따른 피난부하를 고려하여 2층 이상의 장애아전문 어린
이집은, 각 층에 구난시까지 대기할 수 있는 방화구획된 
피난안전구역(Refuge area) 확보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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