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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방화문은 화재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문짝  하드웨어 내부 물질의 유출에 따른 화염 발

생, 문짝 변형에 의한 틈새 발생  제연설비 작동시 실간 차압에 의한 문 열림 등으로 방화문으

로서의 성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양개 방화문은 한쪽 문짝이 문틀에 고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화재시 문짝의 변형  화재실의 압력 상승으로 문이 열림으로써, 방화문으로서의 본

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등 문제 을 안고 있어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일반 인 양개 방화문에 

해서 자동 러쉬볼트  순 조 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양개 방

화문의 화재안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개 

방화문에 해서 자동 러쉬볼트  순 조 기의 사용 여부에 따른 작동성과 차연성능을 평가

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하 다.

2. 자동 러쉬볼트  순 조 기

  2.1 국내․외 련 기

자동 러쉬볼트의 설치와 련하여 국내에서는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 만을 규정하고 있으

나, 외국의 경우 창고, 기계실 등 비거주실을 제외한 모든 곳에 설치되는 양개 방화문에 해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2.2 구조  기능

Figure 1의 (a) 자동 러쉬볼트는 양개 방화문의 비작동문(inactive door)의 상․하부에 설치

되는 것으로 작동문(active door)이 닫  자동 러쉬볼트의 버튼이 러지면 긴 막 기(Rod)가 

나와 문을 고정시키는 장치이며, (b) 순 조 기는 비작동문과 작동문이 모두 열려진 상태에서 

동시에 닫힐 때 비작동문이 닫힌 후 작동문이 닫히도록 순서를 조 해 주어 양개 방화문이 제

로 닫히도록 하는 장치이다.

             

               (a) Automatic flush-bolt          (b) Door coordinator

  Figure 1. Automatic fix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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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동성  차연성능 평가

  3.1 작동성

시험체는 철제 양개 방화문으로 비 1 800 ㎜, 높이 2 200 ㎜, 두께 120  ㎜ 로 제작되었으

며, 양쪽 문짝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 으며, 자동 러쉬볼트  순 조 기를 설치하 다. 

Figure 2의 (a)와 같이 작동문이 먼  닫힐 때는 순 조 기의 바가 작동문을 정지시키고 비작

동문이 닫히면서 바가 해제되어 작동문이 닫히도록 하 으며, (b)와 같이 비작동문이 먼  닫힐 

때는 바가 바로 해제되면서 작동문이 닫히도록 하 다. 이 때, 작동문이 비작동문에 설치된 자동 

러쉬볼트의 버튼을 르면서 비작동문이 고정되도록 하 다.

          

          (a) active door being closed first     (b) inactive door being closed first  

  Figure 2. Operational function evaluation

  3.2 차연성능

의 시험체에 하여 자동 러쉬볼트가 설치되었을 때와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 하여 KS F 

2846 : 2008 ‘방화문의 차연시험방법’에 따라 차연성능을 평가하 다.

시험 결과, 자동 러쉬볼트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Figure 3과 같이 문이 열리면서 Figure 4

에서와 같이 50 Pa, 70 Pa  100 Pa의 차압 조건을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공기 설량이 많았다.

                

       Figure 3. View of the opened door         Figure 4. Air leakage rate as pressure differential

4. 결  론

본 연구에서와 같이 양개 방화문에 자동 러쉬볼트  순 조 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문이 

제 로 닫히지 않거나 화재시 화재실의 압력 상승으로 문이 열려 화재안 성이 확보되지 않으므

로 필수 으로 설치되도록 련 제도의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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