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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층별 학급 배치방안

The Floor Layout Plan of Classrooms for Securing Evacuation
Stability in School

이순범*, 이재영**, 공하성***

Soon Beom Lee*, Jai Young Lee**, Ha-Sung Kong***

요 약 이 연구는 패스파인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의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학급 층별

배치 방안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경사로와 계단이 함께 설치된 고등학교 5층 건물을 대상으로 층별 인원배치에 따른

REST (Required Safe Egress Time, 피난소요시간)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피난 방법과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현재

상태의 인원배치는 기준 RSET을 초과함으로써 피난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학생들을 3층, 4층, 5층

에 배치했을 때 기준 RSET보다 가장 많은 시간을 초과하는 결과를 얻었다. 학생들을 1층, 2층, 3층에 배치했을 때

기준 RSET보다 가장 짧게 피난을 완료하는 결과를 얻었다. 현재의 상태에서 위치별로 피난출구를 지정하여 피난을

유도했을 때 기준 RSET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고층 학교 건물에 학생들을 배치할 때는 저층부터

배치하는 것이 피난안전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화재 시 위치별로 가까운 출구를 활용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출

구를 지정한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과제로 특정 위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해당 위치의 자동방화셔터의

개폐여부에 따른 RSET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피난안전성, 피난소요시간, 패스파인더, 피난출구, 학교건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icient floor layout plan of classrooms for securing evacuation stability in 
school in case of fire by using the Pathfinder simulation program. Efficient evacuation methods and safety were 
evaluated by analyzing REST (Required Safe Egress Time) according to the allocation of personnel by floor 
targeting a high school 5-story building equipped with a ramp and stairs. The current status of personnel 
assignments exceeded the Required Safe Egress Time(RSET), resulting in a problem with evacuation safety. 
When students were placed on the 3rd, 4th, and 5th floors, the result was that the time exceeded RSET the 
most. When students were placed on the 1st, 2nd, and 3rd floors, the result was that they completed evacuation 
in the shortest time, less than RSET. In the current state, when evacuation was guided by designating an 
evacuation exit depending on the location, the result of shortening RSET was obtained. As a result, it is 
effective to put the students on the lower floors when placing students in high-rise school buildings in terms of 
evacuation safety, and in the preliminary training, it is required to designate evacuation exits so that they can 
use the nearest exit for each location in case of a fire. As a future research project,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on the RSET when a fire occurs in a specific location according to whether the automatic fire door at 
that location is opened or closed.

Key words :
 

 Evacuation Safety, Required Safe Egress Time(RSET), Pathfinder: 3D Evacuation Simulation, Exit,  
 School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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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1960∼1980년대 한국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학생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안전한 학교환경보다는 학급당 60∼80명 수준의 학생

수를 분산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교실을 증축할 수 있

는 표준설계 방식으로 학교를 설립 하였다.[1] 그 결과

당시에 지어진 학교건물을 사용하는 현재의 학교 공간

은 학급 교실과 복도를 중심으로 화장실, 계단이 배치

된 전형적인 일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노후화되어

화재 시 피난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 건

물 설계 시 피난에 대한 고려는 건축 관련 법령만을 적

용하여 신속한 대피를 위한 설계의 검토는 되어있지 않

다.[2,3] 따라서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교의 공간을

고려해 필요피난시간을 예측하고 안전성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 있다.

1.2.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의 목적

이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학교 화재에 따른 피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학교 시설의 피난 통로

[4]와 피난 시간 지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

이정수 외(2011)는 성별과 신체지수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피난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피난

형태적 관점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불리한 것을 확인하였다.[5]

임원행(2005)은 최신 자동 소화설비가 설치된 초등

학교를 대상으로 화재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화재 영

향을 파악한 결과 화재가 발생한 실내에서만 열에 의해

물적 피해가 나타났고 피난에서의 인적 피해는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양방향 피난에 적합한

넓은 피난 통로 확보로 피난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

다. 화재 시 자동 방화문이 작동하여 구역을 폐쇄하면

어린 학생들에게 흥분과 이성 상실 등의 공황 상태를

유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교

육 및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6]

최창준 외(2021)는 Pathfind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건물에서 피난훈련을 가정하고 교실 배치를

변경하면서 피난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피난출구를 중

심으로 적절한 교실 배치를 할 경우 RSET을 줄일 수 있

고, 계단보다 완만한 경사로가 RSET을 단축하는 것으로

보고했다.[7]

이 연구에서는 임원행(2005)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화재에 대한 피난 통로의 적합도와 이정수 외(2011)의

피난 시간을 결정하는 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계단과 경사로를 모두 가지고 있는 학교 건물에서 피난

시간 지연을 줄일 수 있는 교실배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 한다. 또한 최창준 외(2021)의 연구대상 학교와는 달

리 건물 중앙에 경사로가 고정되어 있는 5층의 학교 건

물에 대한 RSET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경사로와 계단이 함께 설치된 고등학교 5

층 건물을 대상으로 층별 인원배치에 따른 RSET을 분

석하여 효율적인 피난 방법과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

며, 이는 계단과 경사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RSET을

단축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중심의 교실 및 교무실 배치

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시뮬레이션의 설정

2.1.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적용

피난시뮬레이션은 화재 시 건축물 내의 사람들이 대

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고, 특정 시설의 개선

또는 피난 절차의 개선이 피난 활동의 지연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최적의 피난시설과 피

난 절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8] 이

연구에서는 Pathfinder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Pathfinder 시뮬레이션프로그램은2009년미국Thunderhead

사에서 개발되었으며, 현재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

을 때 건물 내부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피난에 소

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체 구간은 어디에서

발생할지 사전에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피난

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하거나, 건물 시공 전 안전한 설

계가 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다.

2.2. 건축물의 구조

대상건물은 그림 1과 같이 남자 고등학교 5층 건물

로 2, 3, 4층에 총 30개 학급 교실이 있다. 1층에 행정

실, 교장실, 자습실 등 13개의 특별실이 있고, 2층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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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교무실 및 상담실, 3층에 본교무실 및 2학년 교무

실, 4층에 3학년 교무실과 기초 수학실, 5층에는 4개의

과학실, 3개의 수학실, 1개의 영어실 등의 특별실이 있

다. 이 건물은 가로 126 m, 세로 18 m, 층높이는 3.6 m

이다. 경사로는 1.8 m 높이의 경사로 참을 기준으로 폭

2.5 m, 길이는 12 m로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좌우측

끝에는 1.8 m 높이의 계단참을 기준으로 폭 2 m, 길이

2.65 m, 발판 10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중앙 출구

의 너비는 9 m, 양쪽 출구의 너비는 각각 2.7 m이다.

(c) 5층 평면도

(b) 2층-4층 평면도

(a) 1층 평면도

그림 1. 00고등학교의 본관 건물 구조평면도
Figure 1. Structural Floor Plan of the Main Building of 00 High
School

표 1처럼 각 층의 복도의 너비는 2.7 m로 건축법에

서 명시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2의 계단의 설치기준을 만족한다.[9]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 복도 대상 건물 판정

고등
학교

2.4 m이상 1.8 m이상 2.5 m 적합

표 1. 복도의 너비 및 설치 기준
Table 1. The Width of the Hallway and Its Installation Standards

2.3. 교실 수용인원

교실 배치 인원은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의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였다.[8,9]

교실 바닥면적은 표 2와 같이 67.5 m²이고 학생 인원이

가장 많은 학급이 32명(2.1 m²/1인), 가장 적은 학급이

20명(3.4 m²/1인)이므로 교실의 수용인원은 산정 기준

을 만족하였다.

2.4. 시나리오 선정

시나리오는 5가지로 설정하고 피난훈련 상황에서 학

생들이 학교 건물 좌측의 계단 쪽 출구(S1), 건물의 중

앙현관 경사로 쪽 출구(S2), 건물 우측의 계단 쪽 출구

(S3)를 이용하여 피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RSET은

모든 학생들이 1층의 S1, S2, S3 출구를 최종 통과했을

때의 시간으로 하였다. 출구 지정 기준은 좌·우측 각 3

개 반은 각각 좌우측 계단 출구를, 중앙 4개 반은 중앙

경사로를 이용하여 피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시나

리오 1은 현재 해당 학교의 실재 교실 배치로써 1층에

는 교장 선생님과 행정 직원들이, 2층, 3층, 4층에 학생

들과 선생님 및 행정보조원이 배치되어 있고, 5층에는

특별실 담당 선생님이 상주하고 있으며 피난 시 출구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설정이다.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

과 같은 배치이며 피난 시 출구를 지정한다는 설정이

다.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1의 설정에서 4층의 3개 반

이 5층 특별실로 이동하여 수업하는 경우로 피난 시 출

구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설정이다. 피난 이동거리를 고

려할 때 시나리오 3의 결과에 따라 2, 3층 이동수업의

피난안전성 결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 4

는 시나리오 3과 같은 배치이지만 피난 시 출구를 지정

한다는 설정이다. 시나리오 5는 학생과 교무실을 1층, 2

층, 3층에 배치하고, 행정 직원들은 4층에 배치하였으

며, 5층 특별실에는 담당 선생님이 상주하고 피난 시

출구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설정이다. 특별실을 5층으로

고정한 이유는 과학실의 위험물질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을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각 시나리

오에 해당되는 배치 인원은 표 3으로 나타냈었다.

2.5. 피난개시까지의 경과시간 및 피난 가능시간

화재발생 후 화재인지까지 경과시간과 화재인지에서

피난을 개시하기까지 경과시간은 RSET에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한다. 피난개시시간은 화재가 발생했을 재실자

가 화재경보기와 교내 방송을 통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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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인지하고 행동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 재실자

가 피난하기 전 준비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

여 30초 이후로 정하였으며, 재실자의 피난가능시간은

표 4와 같이 4분미만으로 정하였다.[11]

사용
용도

수용인원 산정기준 수용기준 인원 수 실제 인원 수
수용인원 산정 및 배치

총인원 학년 인원

교실 1.9 m²/명
67.5 m2/1.9 m2

/인 =36명

최소 20명(3.4 m2/인)

최대 32명(2.1 m2/인)
786명

1학년(2층) 258
2학년(3층) 265
3학년(4층) 263

표 2. 수용인원의 산정 기준과 판정
Table 2. Criteria for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Occupants and Judgment

교실배치

시나리오

시나리오 조건

층별 교실 및 인원 배치 N=786 (학생: 711, 교직원: 75)

층
좌측 중앙 우측 계
교실수

(인원수)

교실수

(인원수)

교실수

(인원수)

교실수

(인원수)

시나리오 1

(출구 미지정)

5층 1(1) 1(1) 1(1) 3(3)
4층 3(60) 4(106) 3(82) 10(248)
3층 3(71) 4(128) 3(73) 10(272)
2층 3(72) 4(108) 3(71) 10(251)
1층 - 1(12) - 1(12)
계 10(204) 14(355) 10(227) 34(786)

시나리오 2

(출구 지정)

5층 1(1) 1(1) 1(1) 3(3)
4층 3(60) 4(106) 3(82) 10(248)
3층 3(71) 4(128) 3(73) 10(272)
2층 3(72) 4(108) 3(71) 10(251)
1층 1(12) 1(12)
계 10(204) 14(355) 10(227) 34(786)

시나리오 3

(출구 미지정)

5층 1(21) 1(33) 1(25) 3(79)
4층 3(40) 4(74) 3(58) 10(172)
3층 3(71) 4(128) 3(73) 10(272)
2층 3(72) 4(108) 3(71) 10(251)
1층 - 1(12) - 1(12)
계 10(204) 14(355) 10(227) 34(786)

시나리오 4

(출구 지정)

5층 1(21) 1(33) 1(25) 3(79)
4층 3(40) 4(74) 3(58) 10(172)
3층 3(71) 4(128) 3(73) 10(272)
2층 3(72) 4(108) 3(71) 10(251)
1층 10(204) 14(355) 10(227) 34(786)

시나리오 5

(출구 미지정)

5층 1(1) 1(1) 1(1) 3(3)
4층 - 1(12) - 1(12)
3층 3(60) 4(106) 3(82) 10(248)
2층 3(71) 4(128) 3(73) 10(272)
1층 3(72) 4(108) 3(71) 10(251)
계 10(204) 14(355) 10(227) 34(786)

표 3. 시나리오 구성
Table 3. Scenario Conditions

용도 피난가능시간
사무실, 상업 및 산업건물, 학교, 대학교

(거주자는 건물의 내부, 경보, 탈출로에 익숙하고, 상시 깨어 있음)
4분 미만

표 4. 피난가능시간 기준
Table 4. Available Evacuation Tim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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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입력변수 및 입력 값

이 연구에서 Pathfinder 피난 시뮬레이션[11]에 반영

되는 입력변수는 재실자의 보행속도, 피난개시시간, 어

깨너비로 구분하여 표 5와 같이 입력값을 적용하였다.

입력변수 중 어깨너비는 청소년의 발육 정도를 성별 연

령별 표준체형에 의거하여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신체

사이즈를 반영하였다.[12] 보행속도는 성인 평균 보행

속도로 1.19 m/s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13]

입력변수 입력값

보행속도 1.19m/s

피난개시시간 피난 시작 30초

어깨너비

(cm)

1학년(17세) 39.1
2학년(18세) 39.3
3학년(19세) 39.8

키

(cm)

1학년(17세) 172.6
2학년(18세) 173.0
3학년(19세) 173.1

표 5. 입력변수 및 입력값
Table 5. Input Variables and Input Values

Ⅲ. 결과 및 고찰

현재 해당 학교는 5층 건물로 되어있으며, 1층에는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 직원 1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2

층∽4층까지는 1∽3학년 각각 10개의 반과 교무실에 최

소 10명에서 최대 32명의 학생 및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5층의 과학실, 영어실, 수학실 등 특별실

에는 3명의 선생님이 상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시나리오 1)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학생들이

이를 인지하고 피난 준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피난개시

시간을 30초로 설정하고 피난 출구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는 기준으로 정한 4분미

만의 RSET을 초과해 피난안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시나리오 1과 같은 배치에서 피난출구를 지정하였을 때

(시나리오 2)는 기준으로 정한 RSET보다 피난시간이 단

축되어 피난안전성을 충족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시나리오 3의 경우는 5층 특별실 3곳을 4층에서 3개

반이 이동 수업하는 것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

시켰으며, 피난출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 기준 RSET

을 초과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출구를 지정한 상태(시

나리오 4)에서는 기준 RSET 내에 피난을 완료하는 만족

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학생과 교무실을 1, 2, 3층에, 행

정실을 4층으로 배치시키고 출구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

(시나리오 5)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기준 RSET

을 초과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2a는 시나리오 1의 시뮬레이션 결과로써, RSET

은 280.8초의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기준 RSET 4분미

만보다 40.8초가 초과된 결과이다. 기준 RSET인 4분을

기준으로 피난 인원은 786명중 687명이 피난하였으며

87.4%의 피난율을 보였다.

그림 2b는 시나리오 1의 출구 미지정을 출구지정으

로 설정한 시나리오 2의 시뮬레이션 결과로써 RSET은

233.8초로 피난 출구를 지정하지 않은 시나리오 1의 경

우보다 RSET이 짧은 결과를 얻었으며, 기준 RSET 내에

모든 재실자가 피난을 완료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림 2c는 4층의 일부 반이 5층 특별실로 이동하여

수업하고, 피난 시 출구를 지정하지 않은 시나리오 4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RSET은 274.3초로 기준 RSET보다

34.3초가 초과된 결과를 얻었다. 기준 RSET 내에 피난

을 완료한 인원은 685명으로 87.2%의 피난율을 보였다.

(a) 시나리오 1

(b) 시나리오 2

(c) 시나리오 3

(d) 시나리오 4

(e) 시나리오 5

그림 2. 시나리오별 피난완료시간 및 피난인원
Figure 2. Evacuation Completion Time and Number of Evacuees
by Scenario



The Floor Layout Plan of Classrooms for Securing Evacuation Stability in School

- 514 -

그림 2d는 출구를 지정하지 않은 시나리오 4에서 피

난 시 출구를 지정한 시나리오 5의 시뮬레이션 결과이

며, RSET은 219.8초로 기준 RSET보다 20.2초가 짧아진

결과를 얻었다.

그림 2e는 학생들을 1층, 2층, 3층에 배치시킨 경우

로써 출구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난을 실시하는

시나리오 5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RSET은 209.8초로

기준 RSET보다 짧은 시간에 피난이 완료되었으며, 모든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짧은 피난 시간을 보였다. 추가

적으로 시나리오에는 넣지 않았지만 시나리오 5에서 출

구를 지정하여 피난을 유도시켰을 때 RSET는 209.8초보

다 더 짧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6과 같다. 시나리오 1, 3, 5는

피난 출구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RSET을 측정한

것으로서 시나리오 1과 3은 기준시간보다 RSET이 초과

되는 결과를 얻었다. 시나리오 2와 4는 피난 출구를 지

정하여 피난을 유도했을 때 기준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피난이 완료되었다.

시나리오
최종

RSET(s)
240초 일

피난인원수(%)

피난

안전성(4분미만)
시나리오 1 280.8 687(87.4%) 부적합

시나리오 2 233.8 786(100%) 적합

시나리오 3 274.3 685(87.2%) 부적합

시나리오 4 219.8 876(100%) 적합

시나리오 5 209.8 786(100%) 적합

표 6. 재실자의 최종 RSET 및 판정
Table 6. Final RSET and Judgment of Occupants

시나리오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학생들을 1층, 2층,

3층에 배치했을 때 피난출구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 209.8초로 가장 짧은 RSET을 보여주었으며, 현재 실

재 배치 상태인 학생들을 2층, 3층, 4층에 배치했을 경

우, 피난출구를 지정하지 않고 피난시켰을 때보다 출구

를 지정하여 피난을 유도했을 때 RSET이 47초 단축되

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학생들이 특별실을 이용할 경

우에도 피난출구를 지정하지 않을 때보다 피난출구를

지정했을 경우에 54.5초 단축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 건물에서 RSET을 단축시

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실을 2층, 3층, 4층에 학생들이 배치된 상태는 피난안

전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학급을 1층에서부터 가능

한 한 저층으로 배치하는 것이 피난 안전성에 적합할

것이다. 일반적인 학교의 배치형태처럼 교무실을 1층에

배치하고 고층에 학급을 배치할 경우 학생들의 피난경

로가 길어져서 화재경보신호를 이용한 경보설비와 함

께 비 훈련 직원을 활용할 경우를 가정하여 피난가능시

간 기준을 최대 4분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RSET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피난 안전성을 고려한

교실 및 교무실 재배치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배치의 또 다른 대안으로 병목현상,

최단 피난경로 등을 고려하여 피난 시 학급별 재실자의

피난출구를 지정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피난출구를 미 지정하였을 때는 부적합 판

정을 받았고, 학급을 2층 이상에 배치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난출구를 지정하였을 때는 적합판정을 받았다. 학

교에서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씩 실시하는 반복

된 합동 소방훈련과 자체소방훈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피난출구를 지정한 소방훈련이 필요하다. 안전

에 대한 바람직한 소방훈련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Ⅳ. 결 론

이 연구는 경사로와 계단이 함께 설치된 고등학교 5

층 건물을 대상으로 층별 인원배치에 따른 RSET을 분

석하여 효율적인 피난 방법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계단

과 경사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피난의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중심의 교실 및 교무실 배치

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상황별 RSET을 분

석하였다.

(1) 현재 상태의 인원배치는 기준 RSET을 초과함으

로써 피난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2) 학생을 1층, 2층, 3층에 배치했을 때 기준 RSET보

다 가장 짧게 피난을 완료하는 결과를 얻었다.

(3) 현재의 상태에서 위치별로 피난출구를 지정하여

피난을 유도했을 때 기준 RSET을 단축하는 결과를 얻

었다.

(4) 현재의 상태에서 5층 특별실에 4층의 3개 반이

이동 수업을 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모든 경우에 대

해 출구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 RSET을 초과하

는 결과를 얻었으며, 출구를 지정하였을 때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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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ET보다 단축되는 결과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고층 학교 건물에 학생들을 배치할 때는

저층부터 배치하는 것이 피난안전성 측면에서는 효과

적이며, 화재 시 위치별로 가까운 출구를 활용하여 피

난할 수 있도록 피난출구를 지정한 사전 훈련이 필요하

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현재 건물은 최근에 각 층별 좌,

우, 중앙 통로 입구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였으며, 특

정 위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해당 위치의 자동방화셔

터의 개폐여부에 따라 RSET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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