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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휠체어가 필수 이며 건축물 공간 내에서 수직이동을 해 경사로도 필요하다. 휠

체어 사용 장애인의 근성 확보를 한 수직이동시설  하나인 경사로의 경우 1/12라는 기울

기로 인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므로 건축물 내 경사로 설치에 소극 으로 처하고 있다.

기울기(1:12, 1:10, 1:8, 1:6)를 조 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20 , 30 , 40 , 50 , 60  

각 연령별로 남녀의 비율을 같게 하여 수동식 휠체어를 사용하여 이동 실험을 하 다. 화재와 같

은 긴 피난 시 경사로 설치를 통해 계단으로 이동하지 못 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자력피

난과 화재안 을 확보하고자 연구를 진행하 다.

1. 연구의 배경  방법

화재와 같은 비상시 기 응이 불리한 재해약자들을 한 화재안 에 한 고려는 부족한 실

정이다. 비상시 인명피해의 최소화와 재실자의 피난 험도를 낮추기 해서는 재해약자의 입장에

서 안 책이 수립되어야한다. 이에 건축물 내에서 경사로를 이용하여 지체장애인들이 자력피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 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안 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자 한다.

총 30명(남자 15명, 여자 15명)의 각 연령별 남, 여를 피실험자로 하여, 경사로 2개(1/12, 1/10

과 1/8, 1/6 조  가능 경사로)에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한 요철이 있는 철제로 제작하여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여 이동 실험을 진행하 다. 체 피실험자들의 

경사로에서의 보행이동 실험과 각 경사로별 휠체어이동 실험, 각 경사로별 조력자에 의한 휠체어

이동 실험을 진행하여 이동 시간 분석을 통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자력피난을 한 건축물 

내 경사로 용 가능성을 알아보자 한다.

Figure 1. Experiment on the Ramp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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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휠체어를 이용한 경사로 이동 실험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 편차

1/12

경사로

올라갈 때 30 9.62 22.00 15.03 3.46

내려갈 때 30 9.17 14.31 11.41 1.35

1/10

경사로

올라갈 때 30 10.19 21.33 15.89 3.54

내려갈 때 30 8.56 14.30 11.37 1.29

1/8

경사로

올라갈 때 30 10.00 34.27 22.21 6.98

내려갈 때 30 9.49 16.61 12.47 1.82

1/6

경사로

올라갈 때 30 15.08 38.72 29.37 7.29

내려갈 때 30 9.41 15.37 12.26 1.79

Table 1. Wheelchair Users' Average Movement Time for Each Type of a Ramp

구분 조력자 N 평균 표 편차

1/12

경사로

올라갈 때

남남 5 8.60 0.73

남녀 5 10.39 1.60

여남 5 8.64 0.63

여여 5 9.36 1.26

내려갈 때

남남 5 7.63 0.39

남녀 5 8.94 0.60

여남 5 8.50 0.81

여여 5 8.60 0.79

1/10

경사로

올라갈 때

남남 5 8.55 0.92

남녀 5 9.90 0.74

여남 5 8.59 0.62

여여 5 9.80 1.15

내려갈 때

남남 5 7.56 0.49

남녀 5 9.00 0.75

여남 5 7.93 0.56

여여 5 8.46 0.79

1/8

경사로

올라갈 때

남남 5 9.81 1.86

남녀 5 11.42 1.17

여남 5 9.15 0.47

여여 5 10.48 1.63

내려갈 때

남남 5 8.73 1.42

남녀 5 9.73 0.73

여남 5 8.08 0.33

여여 5 8.62 0.96

1/6

경사로

올라갈 때

남남 5 10.81 1.41

남녀 5 13.79 1.25

여남 5 9.59 0.57

여여 5 12.48 2.39

내려갈 때

남남 5 8.82 1.05

남녀 5 11.01 0.44

여남 5 8.93 0.45

여여 5 11.07 2.05

Table 2. Wheelchair Assistors' Average Movement Time for Each Type of a 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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