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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 스튜디오에서 BIM기반 화재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의사결정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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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s of BIM-based Fire Simulation on Design
Decision-making in the Architectural Desig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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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건축학과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건축학과 전공 학생들의 건축디자인 수행 중에서 화재
성능평가 시뮬레이션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즉,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기반 화재 시뮬레이션이 디자인 의사결정에 주는 효과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 수행
된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발된 화재 성상 시뮬레이션 도구인 FDSBIM이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학생들
의 디자인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를 조사하였다. FDSBIM은 BIM을 기반으로 한 저작도구 상에서
화재 FDS(Fire Dynamics Simulator)가 실시간으로 작동되고 BIM 저작도구에서 모델링된 3차원 설계
안이 화재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하여 건축학과 3학년
과정의 건축설계 스튜디오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 프로젝트에서 FDSBIM을 사용하게 하여
설계를 진행하게 하였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은 주로 FDSBIM을 사용 이전과 이
후에 자신의 디자인 과정과 결과물을 통하여 디자인 의사결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설문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몇 가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핵심어 : 건축정보모델링, 화재성상시뮬레이터, 실시간 시뮬레이션, 전문가 시스템, 건축디자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ire performance evaluation simulation in the
architectural design of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at is, the effect of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based fire simulation on design decision making in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FDSBIM, a fire simulation tool developed through previous projects, has an
effect on students' design in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FDSBIM is a system developed to enable fire 3D
simulation of Fire Dynamics Simulator (FDS) in BIM based authoring tool and to be used for fire
simulation in BIM authoring tool. For this purpos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architectural design
studio of the third year of architecture course were asked to use FDSBIM in the design project and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he questionnaire was mainly to evaluate the changes in design decisions
made before and after the use of FDSBIM through their own design process and outcome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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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som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Keywords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FDS(Fire Dynamics Simulator), Realtime Simulation,
Expert System, Architectural Design

1. 서론
최근 국내뿐만 전 세계적으로 건축 토목구조물의 초고층화 및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더불어 이
러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화재 발생빈도는 높아지고 이에 화재의 위험성도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
다. 이러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화재에 더불어 대형화재로 이어져 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성능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여 설계를 진행
하는 성능기반설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능위주의 설계는 1980년대 중반 영
국과 일본에서 Performance Based Fire Protection Design, 이하 PBD)의 개념이 시작됨, 현재 국내
를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 핀란드, 영국, 일본 네덜란드, 미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PBD 개념의 설계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소방 설계는 일반적
으로 법규위주설계(Prescriptive Design)을 주로 사용되며 이는 법규의 세부적인 지침과 기술기준에
의해 유연성이 없이 강제적인 규제로 인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음으로서 실무자인 엔지니어의 관
점에서 이러한 접근방법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
과정에서 건축물의 화재성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라 보다 화재 대응에 효과적인 건
축물을 설계하기 위한 기술 및 도구의 개발이 필요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진은
FDSBIM을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를 통한 사용자 효과에 관한 것이다.[1][2][3][4]

[그림 1] FDSBIM 실행개념도[5]
[Fig. 1] The concept of FDSBIM execu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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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축 디자인 과정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기반 화재 시뮬레이션이
대안결정에 주는 효과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BIM기반 화재 성상 시뮬레이션 시스
템인 FDSBIM을 설계과정에서 활용하여 도출된 설계 대안의 화재 역학적 성능을 설계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설계안에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FDSBIM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주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5년제 건축학과 3학년과정의 건축설계 스튜디오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
으로 설계 프로젝트에서 FDSBIM을 사용하게 하여 설계를 진행하게 하였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5]

[그림 2] FDSBIM을 시스템 구조[5]
[Fig. 2] The system structure of FDSBIM[5]

2. BIM기반 화재 시뮬레이션 시스템
FDSBIM은 BIM 저작도구 상에서 화재 FDS(Fire Dynamics Simulator)이 실시간으로 구동되고
BIM 저작도구에서 모델링된 3차원 설계안이 화재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활동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6] 그림1은 FDSBIM의 실행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FDSBIM은 일종의 애드인
(add-in) 모듈로서 BIM 상용 저작도구인 Revit Architecture(이후 Revit)에 탑재되어 설계과정 중에
실시간으로 사용된다.[7] FDSBIM이 실행되면 BIM 정보를 FDS를 통하여 화재 시뮬레이션이 진행
될 수 있는 형태의 포맷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여기에는 형상정보, 화재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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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FDS 모듈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며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된다. FDSBIM은 화재 시뮬레이션을 위한 불필요한 모델링 작업을 최소화
하고 설계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건축 설계자에게 설계안을 수정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설계 과정 중에서 제공하여 설계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8][9] 그림 2
는 개발된 FDSBIM의 시스템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즉, FDSBIM은 Revit(상업용 BIM저작도구)의
add-in 형태로 개발 및 구축된다. FDS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Spatial Data, Material Data, Mesh
Data, Analysis Options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Spatial Data는 Revit에 있는 Family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자동으로 산출하며 Material Data는 벽, 기둥 등의 Family에 구축된 관련 데이터베이스
에서 추출시키고, Mesh Data는 FDSBIM에서 Spatial Data를 기반으로 건물의 외곽(boundary)을
중심으로 연산하여 산출된다. Revit 상에서 모델링 과정을 마치고 FDS가 구동되면 분석이 이루어
지고 분석결과를 Out Module에 전달하여 이를 기반으로 Report가 산출되는 구조이다. 그림3은
FDSBIM의 실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Revit을 통하여 디자인과 모델링이 수행되면 시뮬레이션을
위한 설정 값을 설정하고 FDS를 구동하면 결과가 동적으로 가시화된다.[10]

[그림 3] FDSBIM의 실행과정
[Fig. 3] Execution process of FDS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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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FDSBIM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사전 및 사후 비교질문
[Table 1] The Survey Questionnaires of the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fire simulation using
FDSBIM
Paired Questions

Pair 1: Usefulness &
Rationality of results

Questions
How much confidence did you have in evaluating the usability and
validity of the fire exits and evacuee routes in the proposed floor plan
before using FDSBIM simulation?
How much confidence did you have in evaluating the usability and
validity of the fire exits and evacuee routes in the proposed floor plan
after using FDSBIM simulation?
How many problems did you discover regarding the locations,
dimensions, and number of fire exits and evacuee routes in the proposed
floor plan before using FDSBIM simulation?

Pair 2: Problem finding
How many problems did you discover regarding the locations,
dimensions, and number of fire exits and evacuee routes in the proposed
floor plan after using FDSBIM simulation?

Pair 2: The convenience of
egress planing

Pair 2: The convenience of
decision making

How efficiently did you conduct and experiment with the process of fire
egress planning before using FDSBIM simulation?
How efficiently did you conduct and experiment with the process of fire
egress planning after using FDSBIM simulation?
How easily did you determine fire egress planning design solutions
before using FDSBIM simulation?
How easily did you determine fire egress planning design solutions after
using FDSBIM simulation?

3. BIM기반 화재 시뮬레이션 시스템인 의사결정 효과연구
FDSBIM의 도입을 통하여 설계안에 대한 사용자의 대안결정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하여 학
생을 대상으로 실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건축설계전공 3년차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오
피스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중에 기준층 평면에 대한 FDSBIM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도록 하
였다. 이후 FDSBIM의 사용전과 사용후의 유용성과 합리성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확신에 대한 값
의 차이를 SPSS의 대응표본 T-test를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4가지 대응적인 질문을 제시하였다. 즉,
사용전/사용후의 설계결과의 유용성합리성, 사용전/사용후의 문제점발견, 사용전/사용후의 피난계
획 용이, 사용전/사용후의 피난계획결정 용이에 관한 것이다.(표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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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DSBIM 사용전과 사용후에 대한 대응표본 T-test 수행결과
[Table 2] Results of the paired sample T-test of the sample before and after the use of FDSBIM
M(SD)
Paired Questions

Without FDSBIM
(n=36)

With FDSBIM
(n=36)

Mean
Difference

p

Pair 1:
Usefulness & Rationality of results

4.33

(1.04)

4.83 (1.11)

0.50

0.042

Pair 2:
Problem finding

3.72

(1.14)

4.33

(1.15)

0.61

0.011

Pair 2:
The convenience of egress planing

4.00

(1.04)

4.75

(0.99)

0.75

0.001

Pair 2:
The convenience of decision making

4.00

(0.86)

4.78

(1.07)

0.78

0.000

표2는 대응표본 T-test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보면
FDSBIM을 사용하기 전(M = 4.33, SD = 1.04)보다 FDSBIM을 사용한 후(M = 4.83, SD = 1.11)에
설계결과의 유용성과 합리성에 보다 확신이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36) =
-2.106, p = 0.042 < 0.050 ) 이는 FDSBIM의 활용을 통하여 자신의 설계안에 대한 화재피난 성능
에 대한 확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법규나 경험을 통하여 수행하였던 화재피
난 계획은 학생들이 자신의 설계안의 피난성능을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 FDSBIM에서 제공하는 디자인된 공간을 통해서 확산되는 화염과 연기의 모습을 통하여 탈출
결로 및 가능한 시간 등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항목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FDSBIM을 사용하기 전(M = 3.72, SD = 1.14)보다 FDSBIM
을 사용한 후(M = 4.33, SD = 1.15)에 설계 안에서 화재 피난과 관련(개구부 및 동선 등)하여 문제
점을 더 많이 발견하였다고 분석되었는데 이는 FDSBIM의 활용은 화재 성능과 관련하여 설계안의
문제점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다.( t(36) = -2.700, p = 0.011 < 0.050 ) 이는 첫 번째 설문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설계스튜디오에서 개구부 및 이를 통한 동선은 법규적으
로는 주로 거리를 탈출의 주요 기준으로 하여 진행된다. 이와 같은 단순한 수치를 기반으로 한 디
자인 과정은 탈출과정이나 주변 화염의 영향을 간과할 수 있게 되는데 가시적인 FDSBIM의 결과
를 통하여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려가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탈출에 문제가 되는
개구부의 위치 피난 동선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항목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FDSBIM을 사용하기 전(M = 4.00, SD = 1.04)보다 FDSBIM
을 사용한 후(M = 4.75, SD = 0.99)에 탈출계획이 보다 용이했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FDSBI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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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탈출계획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t(36) = -3.534, p = 0.001
< 0.050 ) 이는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단순화된 수치적인 기준으로는 타당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는 확신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FDSBIM을 통한 가시적인 결과는 탈출계획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네 번째 항목을 통해서보면 FDSBIM을 사용하기 전(M = 4.00, SD = 0.86)보다 FDSBIM을
사용한 후(M = 4.78, SD = 1.07)에 의사결정과정이 보다 용이했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FDSBIM의
활용이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t(36) = -4.466, p = 0.000 < 0.050 ) 이는
앞선 질문을 포괄하는 결론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건축디자인은 의사결정과정의 연속이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다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높인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건축 디자인 과정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기반 화재 시뮬레이션이
대안결정에 주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설계과정 중에서 개발된 FDSBIM을 사용하
게 한 후 이에 대한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FDSBIM의 사용
이 화재관련 피난계획, 의사결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아직까지
경험이나 지식이 많지 않은 학생들이 피난계획을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FDSBIM을 이용한 피난설계는 기존의 수치적이고 단순한 법규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설계
과정 보다는 보다 양질의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피대상자는 소수였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폭
넓은 실험을 통하여 설계과정 중에서 화재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조사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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