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위주 방화설계의 도입에 대한 국내․외 동향
소방분야의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영국,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빠르게 성능위주의 방화설계를 도입하기 법적인 조치를 활발하게 취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소방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술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규정들도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소방분야에 관련된 가장 큰 관심거리는 바로 성

능위주의 방화설계(Performance Based Fire Safety Design)라고 할 수 있다. 각 국의 도입

된 성능위주의 체계의 특징은 그림5.와 같다. 영국,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성능

기준을 도입하였고 일본, 미국, 캐나다에서는 구축중인데 , 여기서는 이미 도입한 나라와 구

축중인 나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성능기준을 이미 도입한 나라

(가) 영 국

1985년에 Building Act를 개정하여 과거의 법 기준을 정리 통합하였다. 그때 성능적인 표

현을 사용하여 법문을 기술하였고, 법의 요구를 실현하는 방법(사양)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을 법조문에서 삭제하였다. 그 대신 법의 요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법적 구속력

을 갖지 않는 승인 기준서를 지정하여 상술하였다.

(나) 뉴질랜드

Building Code에서는 목적과 기능요건 및 성능요구만이 기술되어 대단히 간결하다. 화재

관련 부분은 발화방지, 피난수단, 연소방지, 구조안전성의 4항목으로 되어 있다. 적합한 요소

사양은 승인기준서로 분리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체계는 영국 및 스웨덴의 방식

에서 빠진 부분을 완결한 것으로 법 체계상 가장 순수한 성능기준체계이다. 성능요구부분은

명확한 정량적 표현은 아니고 ‘○○에 대해 적절하게 □□ 할 것’ 이라는 기술로 정성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레벨의 성능으로 해야 하는가는 설계자, 주인, 및 행정당국

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실제로는 건축계획단계에서 오너, 설계자 및 행정당국의 3자가 사전

에 협의하여 설계화재조건, 목표로 해야할 평가기준을 정해둔다. 그 후에 공학적 기법을 적

용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심사하는 측도 공학적 지식에 기

초한 판단이 필요하며 행정당국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제3자인 전문가에 의한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조건과 허용판단기준, 적용할 공학기법의 선택방법 등에 규칙이 없이

전부 재량에 맏겨져 있어 현실적으로는 혼란을 빚고 있다. 또한 동일한 방화 엔지니어가 어

느 소방 대상물에는 설계자로써, 다른 대상물에서는 제3자적 심사자가 되는 경우도 잦아 공

정한 심사가 의문시되기도 한다.

(다) 호주

호주의 체계는 뉴질랜드와 아주 유사하며 목적과 기능요건에 이어서 정성적인 성능요구

(일부는 정량적)가 씌어져 있다. 게다가 적합 간주사양도 법규체계에 도입하여 법규는 화재

관련부분만 약 180항이나 된다. 호주에서도 성능기준의 적용에 따르는 재량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해 제3자인 전문가에 의한 심사가 채택되고 있다. 게다가 건물의 화재 시 설계자, 심사

자의 법적 책임의 전가를 위해 보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성능기준을 구축중인 나라

(가) 일본

일본은 화재안전공학(Fire Safety Engineering)의 발전을 건축법과 연관되게 발전을 시켜

왔다. 이것은 모든 요소들 즉 화재하중, 화재 시나리오, 안전요소, 평가기준 등의 안전의 필

요한 최소등급을 체계화함으로서 이루어 졌고 이런 짧은 기간의 연구는 일련의 작업들과 이

러한 작업들이 해외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게끔 연관되어서 행하여 졌다. 이러한 일본의 기준

들은 서구의 고려기준을 배제하고 논리적인 요소만 생각하였다. 2차대전 후 약50년을 거친

건축기준법의 근본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근간의 하나로 성능규정화가 검토

되고 있다. 화재관련 기준에서 보면 소방법과 관련이 크지만 건축기준법의 틀 안에서의 부

분적 성능기준화이다. 이러한 성능기준의 배경은 현행법의 배경에 있는 목적(발화방지, 피난



안전확보, 인명 안전)마다에 규정이 집약되어 물리적 공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의 자유

도를 증대시키는 규정인 것이다. 또한 일본은 성능기준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 아닌 보험회사와 연관하는 작업도 추진중이다.
12)

일본은 1993년 건설부에서 5년 동안의 성능기준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SOPRO라고 칭했다. 기존의 사양 중심적인 규제들을 좀더 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목적

이 있었고, 이 연구는 건설시험연구소와 연관되어 이루어 졌다.

SOPRO 프로젝트는 기술적인 발전이고 짧은 시간동안에 여러 곳의 연관된 사항들을 연구

하였다. 또 한 서구에서 사용되는 것들도 일본실정의 성능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나) 캐나다

「성능기준」의 구축을 지향하여 작업해 왔으나, 2년 전부터 목적지향형 기준 (Objective

Based Code, OBC)이라 명칭을 바꿔 200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능기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성능」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며 뉴질랜드와 같

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성능기준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1차 목적이 하위의 목적으로 분해

됨에 따라 수가 늘어난다. 최종적으로 분해된 목적은 (4차 목적)성능기준에서 말하는 기능요

건에 거의 대응하는 내용이다. 4차 목적에 대응하여 성능요구를 정의하는 대신에 피난시설

용량, 경로의 명쾌성, 내장제한, 연기제어, 낙하 방지 등의 대책을 결부시켜 이것을 기능요건

이라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다) 미국

3대 모델코드를 바탕으로 각 주마다 기준을 작성하고 있다. 성능기준의 도입과 동시에 통

일연방코드의 작성을 지향한 작업을 ICC (International Code Council)가 추진하고 있다. 작

업그룹은 성능규정과 사양규정을 작성하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하며, 사양규정그룹은 3

대 모델코드 중에서 가장 적절한 규정의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 기술적인 지원은

SFPE(Society of Fire protection Engineer)를 중심으로 한 FOCUS GROUP이 담당하고 있

다. 미국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200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의 동향(한국)

성능위주의 소방안전법에 대한 국외의 연구 및 관심과는 달리 국내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국내 소방분야

의 발전이 더욱 더디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

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이에 대한 자료를 국내에 자주 발표하여 많은 정보

를 제공하고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국책과제인 인위재해 방재기술

개발 사업의 2단계사업이 `98년도에 시작되었는데, 또한 힌국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법을 4개의 나누는 작업 중에 성능위주의 방화설계의 내용이 삽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