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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방화구획 선상에 설치되는 승강기문은 승강장의 화염  연기가 승강로 내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인  부분에 방화셔터를 설치하여 보호토록 하거나 방화용 승강기문을 사용토록 하

고 있다. 한편, 련 고시에 따라 방화셔터는 내화성능  차연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방

화용 승강기문은 내화성능 만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방화구획 선상에 방화용 승강기문

을 사용하게 되면 화염의 확산은 방지할 수 있으나, 승강로 내부로 연기가 확산되어 화재안 성

이 하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화용 승강기문의 내화성능  차연성능을 평가하여 

련 제도 개선을 한 기 자료로 활용코자 하 다.

2. 내화성능  차연성능

  2.1 시험체

시험체는 방화용 승강기문으로 E.G.I 강 (1.5t)으로 제작되었으며, 시험체의 구성은 Table 1

과 같다. 모든 시험체에 해서 내화성능을 평가하 으며, 차연성능은 시험체 1  시험체 3에 

해서만 평가하 다.

구    분 시험체 1 시험체 2 시험체 3

재질  크기

․Side opening type

․유효 개구부

 : 860 ㎜(W)×1 900 ㎜(H)

․단열재 : 없음

․Center opening type

․유효 개구부

 : 1 400 ㎜(W)×2 400 ㎜(H)

․단열재

 : 방화석고보드19 ㎜

․Center opening type

․유효 개구부

 : 860 ㎜(W)×1 900 ㎜(H)

․단열재

 : LIFT BIFIRE(석고보드

   5 ㎜+미네랄울 13 ㎜)

Table 1. Construction of the test specimen

  2.2 내화성능

Figure 1과 같이 시험체를 가열로에 설치하고 KS F 2268-1 : 2006의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표

 가열온도곡선에 맞도록 하여 시험체 1에 해서는 2시간, 시험체 2, 3에 해서는 1시간 가열시

험을 실시하 으며, 이면상승온도 측정을 하여 시험체 1은 (a)와 같이 문 에 5개, 보강재에 2개

의 열 를 설치하 으며, 시험체 2는 (b)와 같이 문 (단열재 표면)에 10개의 열 를 설치하

다. 한, 복사열 측정을 하여 시험체 각선 포용 최소거리에 복사 열량계를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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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ir leakage rate as 
pressure differential

            

                (a) Test specimen No.1                  (b) Test specimen No.2, 3
Figure 1. View of the test specimen

시험 결과, 모든 시험체는 시험동안 차염성능 기 을 만족하 으며, 차열성능은 시험체 1은 4

분, 시험체 2는 35분, 시험체 3은 20분을 나타내었다. 복사열은 단열재가 있는 경우 낮게 나타났

으나, 단열재의 성능 하가 뚜렷하게 나타난 시험체 3은 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 다. 

Figure 2는 시간에 따른 이면상승온도와 복사열을 나타내고 있다.

           

         (a) Unexposed face temperature rise                 (b) Radiation heat flux
Figure 2. Measuring results as time

  2.3 차연성능

방화용 승강기문의 차연성능 평가와 련하여 규정된 시험

방법이 없어 KS F 2846 : 2008 ‘방화문의 차연시험방법’에 따

라 차연성능을 평가하 다.

시험 결과, Figure 3에서와 같이 시험체 3은 시험체의 개구

부 면 이 커서 70 Pa  100 Pa의 차압 조건을 형성하지 못

하 으며, 방화용 승강기문의 공기 설량은 25 Pa의 차압에서 

2.5 ㎥/(min․㎡)로 방화문의 성능기 은 만족시키지 못하고, 

방화 퍼의 성능기 은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  론

방화용 승강기문의 련 제도 개선을 한 기 자료로 활용코자 내화성능  차연성능을 평가

하 다. 방화용 승강기문에 해서 내화성능에 있어 차열성능을 도입하고, 차연성능을 확보토록 

련 제도의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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