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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연구역에 설치된 방화문의 개폐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상당 부분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가 일어서 있는 조건에서 오른손으로 미는 힘을 측정한 결과 국가화재안

전기준(NFSC 501A)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방력과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는 평

균 103.31N이었고, 30대는 105.27N, 40대는 100.92N, 50대는 97N, 60대는 91.75N 등으로 측

정 되었다. 따라서 NFSC 501A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값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1. 서 론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시 재실자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피난 경로의 확보는 인명의 피해 방지

를 위한 방재 설계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건설 수요가 발생하고 있

는 초고층 건물의 경우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소화 및 연소 확대 방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피난 유도와 공간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

한 공학적 해석이 필요하다.1)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물질 중 연기는 초기에 많은 희생자를 발생 시키게 되며, 이는 여러 통

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건물의 화재 시 열 보다는 연기에 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만 한다. 비록 화재가 구획된 실내에서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연기는 복잡다향한 원인 및 일기의 

변화에 의해서 인접된 장소로 수평 및 수직이동을 통해 화재실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로 빠

르게 확산한다.2) 연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연설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지속

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우리나라의 건물 특성과 환경에 맞는 설계 방법에 대한 제안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제연 설비의 설계를 위한 주요 요소 중 연기를 누설 부위로의 침입

을 방지하는 차압과 연기의 이동을 방지하는 방연 풍속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나, 출입문

의 개방력 기준에 대한 문제는 등한시 되고 있다. 제연구역 출입문에 차압과 플로어힌지 및 도

어클로저에 의해 개방력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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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조건  결과

  산업통산자원부 소속 기술표준원에서 한국인 인체표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 사

업으로 2010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20대에서 60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전국 28개 시, 

도, 구에서 인체치수 및 형상을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중 일어서서 오른손으로 미는 

힘을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측정 표본은 연령별로 20대 187명, 30대 149명, 40대 146

명, 50대 149명, 60대 1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 결과 미는 힘의 분포값은 20대는 최대값 

189.4N, 최소값 43.2N, 평균값 103.31N, 30대는 최대값 214.2N, 최소값 54.4N, 평균값 105.27N, 

40대는 최대값 205.3N, 최소값 46.05N, 평균값 100.92N, 50대는 최대값 193.7N, 최소값 

41.5N, 평균값 97N, 60대는 최대값 172N, 최소값 50.2N, 평균값 91.75N 값이 분석되었다.3) 미

는 힘의 최대 평균값은 30대의 105.27N이 최소 평균값은 60대의 91.75N이 조사되었다. 조사 자

료를 바탕으로 NFSC 501A, NFPA 92A, EN 12101-6의 제연구역 출입문의 개방력 기준과 비교 

분석한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미는 힘 평균치는 모든 연령에서 NFSC 501A

와 NFPA 92A의 기준을 모두 하회하였다. EN 12101-6의 기준의 경우 20대, 30대, 40대는 평균값이 

기준 값을 상회하였으나, 50대, 60대의 경우 기준 값을 하회함을 알 수 있었다4)-7)

 

3. 결 론

  한국인의 체형만을 고려하여 일어서서 오른손으로 미는 힘에 관련 된 자료만을 고려해 보았을 

때 NFSC 501A의 제연구역 출입문에 대한 개방력 기준값인 110N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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