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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화재로 인하여 인명이 손실되고 있으며, 인명 손실을 막고자 한국형 인명안전코드
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현행 소방법 및 건축법 등 유관 법률에 기반하여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들
의 적정성을 손쉽게 평가하고자 하는 소방청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건축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소
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방대상물로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또한 차이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열악한 소방시설설계업체들의 수익을 상승시키고 상용 CAD(Computer-Aided Design and Drafting)
소프트웨어를 대신하여, 오픈소스 CAD 엔진을 활용하여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배치하고 배관/배선기호를 활용하여 연
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예방행정 담당자들의 주요 업 인 건축물 인 가 의 차에 있어서, 다양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인 가 사 들을 법 기준으로
적이고
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프로그램으로
입력받 야 하
는
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 하였으며, 다양한 도시기호 이에
되는 속
성 정 들을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의하여 이
이스화 하였다. 또한, 이를 소방예방행정 담당자들이
인할 수 있도록 지수화 및 구현하기 위한 인
이스를 기 하고,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가능한
을 도 하여
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도 하였다.
향 일선 소방관들의 과도한 행정업 를 감하고, 소방예방행정 담당자들이 다
적인 화재방호시스 관리가
가능하도록, 본 연구를 통 서 개발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평가
및 한국형 통 인명안전코드를
구축 방안에
하여 다양한 시
이 을 통한 소방시설 및 인명안전요소 평가 기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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