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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귀중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

으며, 신속한 피난도구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피난방법과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고층 건축물의 구조상 피난계단이나 제한된 기

능의 방화구역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 화재 감지 후 초기 소방작업까지 소요시간이 길고, 급격한  유해

가스 확산으로 인해 단시간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므로 피난 시간

을 단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지금까지 화재시 비상용 엘리베

이터에 관한 연구는 다수발표 되었으나[1-8], 화재시 유해가스, 열 

및 화염에 대하여 3시간 방화성능을 갖는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따라서, 고층건축물, 장애인, 의료시설, 다중이용시설 화재시 피난 

및 구난에 필요한 최소 3시간동안 방화 성능을 갖는 비상구난용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환자 등은 피난 활

동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긴급한 화재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될 확

률이 크다. 현재 선진 각국에서는 고층 건축물의 화재 및 재난 상황

에서 인명을 피난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또
한 해당 규정 제정을 준비 중이다. 한국 또한 도시집중화 및 고층 

건축물의 증대로 인하여 비상재난 시 많은 인명피해와 대형 재난

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실제 근래 들어 고층 건축물, 의료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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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고층 건축물의 특

성상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진화가 사실상 어렵고, 피난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아주 크다. 또한 

화재 진압을 위한 수단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소방요원들의 안전 

확보가 어려워서 심각한 위험이 따른다.
이동약자들은 화재 발생 또는 비상상황에서 계단 등을 이용하여 

자력 피난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이동시키

기 위하여 비상구난용 엘리베이터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

다. 건축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시대적, 사회적으로 고층,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다중이용 시설 등은 증가일로에 있으나, 가장 중요

한 인명에 대한 비상피난 대책은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고층건축

물 재난 시 실질적으로 화재층 및 상층부 인명구난에 필요한 3시간 

방화성능을 갖는 비상구난용 엘리베이터의 도입이 시급하다. 
고층 건축물의 역사와 건축기술의 발달에 비해 적절한 피난수

단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에서 엘리베이터관련 국제기구 및 선진 

각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피난 방법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층 건축물에

서 화재 시 인명 구난용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

도적 장치는 물론 유해가스, 연기, 열, 화염 즉, 차연, 차열, 차염 

성능 및 소화수 유입, 정전 등에 의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운행 성

능을 발휘하는 안전한 비상구난용 엘리베이터의 특수한 성능이 

요구된다. 그러나 고층빌딩 화재 시 인명을 구난하는데 엘리베이

터 방화도어의 현재 성능기준 1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

실이다. 기존의 소방용 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화염에 

대한 방화도어의 기준에 따라 1~1.5시간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난 및 비상구난에 필요한 시간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설치되고 있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터널 및 건축물의 

화재 시 연기로 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제한적인 급기에 관한 

Klote과 Milke의 연구결과[1,2]가 있으나,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출

입구에 3시간 이상의 방화성능을 구비한 외부도어설치에 관한 연

구는 없다. 
본 논문의 목적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연기, 열, 화염이 

엘리베이터 승강장 출입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화재

층 및 화재층 상층부의 인명을 구난하는데 필요한 3시간 방화성

능을 갖는 비상구난용 엘리베이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3시간 방화성능을 갖는 특수 도어 THFD[9-14]

(이하 본 연구에서는 THFD three hours fireproof door라 칭함)
를 제안하고자하며, 연기와 열을 감지하는 센서, 양쪽도어의 중앙

부를 이중꺽임 요철구조, 레이저유도 빔, 매입카메라, 비상조명등, 
방수방폭형 버튼을 설치하고자 하며, 탑승카 급기장치, 음성안내

장치, 승강로기기 방수, 배수장치, 연돌효과를 억제하는 승강로 및 

탑승카 가압급기장치와 독립된 비상 동력공급 장치를 내장 시키

고자 한다.

2. 3시간 방화성능을 갖는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교합부의 설계 및 카본패킹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승강장 방화도어(fire proof hall door)의 

평면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3시간 

방화성능을 갖는 좌우측 도어의 중앙 연결부의 단면을 나타낸 것

이다. 화재시 탑승을 위하여 도어를 개방하는 것은 필수이며 도어 

닫힘 시 중앙부의 교합부는 차연, 차열, 차염 성능에 중요한 요소이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3시간 방화도어는 도어의 두께치수를 기

존보다 두 배로 늘린 60 mm로 하였고 좌우 도어의 교합부를 이중 

요철구조로하여 교합길이를 기존 45 mm 보다 75 mm를 더 길게 

하여 120 mm로 하였으며 두 개의 요철부가 15 mm 깊이로 서로 

맞물리게 함으로서 차연, 차열, 차염 성능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Fig. 2는 기존의 1시간 방화도어의 평면도이다 좌우도어의 중앙 

교합부는 도어의 단면을 한번 꺽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도

어의 두께치수 30 mm의 절반에 해당되는 교합에 불과하여 차연, 
차열, 차염 성능이 미흡하였다.

건물 각층의 엘리베이터 탑승장과 승강로 벽체의 엘리베이터 출

입문(hall door)으로서 승강로 내화벽체에 배치된다. 비상구난용 

엘리베이터의 화재시 비상구난운전 모드는 각층 출입구에 설치된 

Fig. 1 Plans of 3 hours fire proof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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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화재감지기에 의한 작동, 건물측 화재감지기에 연동, 관제실

에서 화재층을 지정 및 비상버튼을 작동하면 비상구난 운행이 시

작된다.
Fig. 1, 2의 방화도어 출입문의 치수는 가로 1,000 mm 높이 

2,100 mm 중앙개폐형이며, 3시간 동안 1,000℃의 화염을 방화도

어에 가했을 때, 화염 반대쪽 도어표면의 온도상승이 초기온도에

서 140℃ 이하이어야 하므로 Fig. 3에 3시간 방화도어를 구비한 

승강장 출입구의 측면도를 나타내었다.
Fig. 2에 표시한 기존의 방화도어는 방화도어의 문틀(jamb)과 

도어의 틈새에 별도의 패킹이 없는 구조이다. Fig. 3, 4는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3시간 이상 방화성능을 갖는 비상구난용 엘리베이

터의 문틀 틈새 패킹의 설치된 구조이다. 평면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화도어는 좌우 2개의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

방시 좌우방향으로 열리고, 닫힘시 슬라이딩되어 중앙부의 이중요

철부가 교합되며, 양쪽 끝단은 문틀에 설치된 카본패킹에 의하여 

도어면과의 틈새가 밀폐된다.

3. 3시간 방화도어의 열 변형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본 연구에서는 방화도어의 주요 구성부의 열적 거동 해석, 조물의 

열팽창으로 인한 변형 해석, 최종 변형량을 통한 방화문 정상 개패 

가능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다.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로는 열 해석에 대해서는 Ansys R17-Steady 
state thermal, 변형 해석에 대해서는 Ansys R17-Static Structural
을 사용하였다. 물리적 조건의 선정 기준은 KS F 2268-1 (2014) 

비상구난용 엘리베이터 방화도어 내화시험, 가열면 최종 도달 온도 

조건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방화도어에 적용 하고자하는 소재인 SS41 및 

magnesium oxide board에 대한 공학적 물성치를 Table 1에 표

시하였다. 열 해석 내용의 경계조건 설정으로는 열원의 가열면 쪽 

방화도어 외판 및 벽체 프레임 전면은 1,050℃, 콘크리트 벽체 

삽입면인 벽체 프레임 측면부 단열인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열저

항은 방화문 및 엘리베이터 도어 사이의 중공층으로 미국 냉동공

조학회의 중공층의 열저항조건기준(ASHRAE fundamentals)에 
의거하여 20 mm 이상의 금속제 반사면 적용시의 0.595 m2K/W
의 열저항 값(Rgap)을 적용하였다. 본 해석에 적용된 중공층의 넓

이(dgap)는 200 mm2 이므로 식 (1)을 이용하여 열전달 계수

(kgap)로 환산 적용하였다.

 

 (1)

Fig. 3 Elevation of 3 hours fire proof door

Fig. 4 Carbon packing of 3 hours fire proof door

Fig. 2 Plans of pre-existence 1 hour fire proof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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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 열전달에 의한 방열은 비가열면 엘리베이터 도어측 외기 

노출면으로서 평균 대류 열전달 계수는 엘리베이터 가동 및 환기

에 의한 최소한의 외부 유동이라고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평균 대

류 열전달 계수는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즉, 단위길이 

L은 유체의 실제 이동 통로인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길이를 고려하

여 4 m로 가정하였으며, 유체의 속도 u는 엘리베이터 가동시 

7~17 m/s로 작동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값의 1/2인 3.5 m/s로 

가정하였으며 본 계산에 적용된 공기의 물성치는 50℃를 기준으

로 산정하였다. 유체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Reynolds 수는 식 

(2)와 같이 적용하였다.

  

 (2)

임계값(Re)이 5.0×105 임을 고려할 때, 난류로 판별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평균 대류 열전달 계수는 복사 열전달 비가열면 엘리

베이터 도어측 외기노출면 강판의 방사율을 적용하였다. 
열 해석 결과 상기에 서술한 해석 모델과 열적 경계조건을 통하

여 엘리베이터 도어 외부의 경우 MG (magnesium grid) 보드와 

방화문 사이의 중공층의 단열 효과로 인하여 중심부의 온도가 

53.4℃로 확인되었다. 또한 강철제 구조물을 통하여 직접적인 열

전달을 받는 도어 테두리 부분의 온도는 70℃ 내외로 확인되어 

외부 화재 발생시 엘리베이터 내부 공간으로 열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5는 방화도어 비가열면 해석결과이다. 방화문 비가열면의 

경우 중심부의 온도가 648℃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열원인 가열면 

대비 400℃ 낮은 온도로서, 우수한 차열 성능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본 해석에서는 실제 엘리베이터와 방화문의 구조를 단순화

한 점을 고려할 경우 엘리베이터 도어에 연결된 구조물 등을 통하

여 열전달이 이루어 질 것이므로 실제적으로는 보다 우수한 방열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변형 해석 경계조건의 설정에 있어서는 Fig. 6에 방화도어 변형

에 대한 위치별 해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벽체 삽입면인 

프레임 측면 부 전체를 fixed support로 하여 기계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하였으며 각 파트의 용접부 및 볼트 체결부는 bonded 
connection을 적용하여 복합적으로 연결된 강체로 거동하도록 설

정하였다. 온도 경계조건으로는 전술한 열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열팽창을 적용하였다. 변형 해석의 결과, 방화문

의 경우 변형량은 1.0 mm 이내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이는 문의 골격을 구성하는 강철제 내부 프레임을 통한 열전달

로 인하여 가열면과 비가열면의 온도차가 크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대 변형은 엘리베이터 도어 외부에서 발

생하였으며, 최대 변형이 발생한 엘리베이터 외판의 중심부의 변

형량은 1.5 mm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엘리베이터 도어는 

Fig. 5 Analysis of non heating surface

Fig. 6 Analysis and result of heating surface

Table 1 Materials property

Material
property

SS41 (SS400) 
[1]

Magnesium oxide board
[2,3]

Density 7850 kg/m3 975 kg/m3

Coef. of thermal 
expansion 1.2-5 K-1 1.0-5 K-1

Young’s modulus 210 GPa 4.32 GPa

Poisson’s ratio 0.29 0.1

Yield strength 250 MPa 2.8 MPa

Thermal 
conductivity 60.5 W/mK 0.12 W/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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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부의 레일에 지지되는바 실질적인 변형량은 극히 미미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대 변형이 발생한 엘리베이터 도어 외부면

은 모서리 부분에서 약 20 MPa 내외의 응력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엘리베이터 도어 구조상 응력은 레일 연결부에서 대부분 완충되어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개발한 비상구난용 엘리베이터의 성능실험
본 연구에서는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에 설치한 후, 엘리베이터 방화도어 전용시험 설비를 사용하여 시

험을 실시하였다.
Fig. 7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엘리베이터 방화도어 시험기

준에 의거하여 시험을 실시한 3시간 방화도어 인증 시험 사진이다. 
Table 2는 방화도어에 1000℃의 화염을 가한 후 161분에서 180
분까지의 시간이 경과하는 구간의 화염 반대쪽 도어표면(비가열

면)의 온도변화 값을 엘리베이터 방화도어 시험 기준에 의거하여 

Fig. 8과 같이 11개의 온도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온도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화염 반대쪽의 방화도어 표면의 허용온도는 초기

온도보다 140℃를 초과상승하지 않아야 하는 기준을 초기온도 
8.0℃에서 3.15시간 경과 후에 온도상승치가 87.1℃로 안전하

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g. 9은 해당구간에서의 온도변

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3시간 동안 최고상승온도는 87.
1℃로 성능합격기준인 140℃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성능을 나타

내었다.

Fig. 7 Testing 3 hours fire proof door by KTL

Table 2 Temp. changes between 161 min and 180 min

Time
(min)

No.1
(℃)

No.2
(℃)

No.3
(℃)

No.4
(℃)

No.5
(℃)

No.6
(℃)

No.7
(℃)

No.8
(℃)

No.9
(℃)

No.10
(℃)

No.11
(℃)

Average
temp.
(℃)

Maximum
temp.
(℃)

161 67.4 74.1 68.4 39.9 34.8 60.7 81.6 84.1 81.0 77.1 51.0 56.9 84.1 
162 67.7 74.2 68.7 40.1 35.1 61.0 81.6 84.3 81.2 77.4 51.2 57.2 84.3 
163 67.9 74.3 69.0 40.4 35.5 61.4 81.8 84.6 81.6 78.0 51.7 57.4 84.6 
164 68.2 74.5 69.2 40.8 35.8 61.6 81.9 84.6 81.9 78.3 51.9 57.7 84.6 
165 68.5 74.8 69.5 41.2 36.3 62.1 82.1 84.8 82.2 78.8 52.3 58.1 84.8 
166 68.7 74.9 69.7 41.6 36.6 62.4 82.2 84.8 82.4 79.1 52.7 58.3 84.8 
167 68.9 75.1 70.0 41.9 36.9 62.7 82.3 85.0 82.8 79.6 53.0 58.6 85.0 
168 69.1 75.2 70.2 42.2 37.2 62.9 82.4 85.0 83.1 79.9 53.3 58.8 85.0 
169 69.5 75.5 70.5 42.5 37.6 63.2 82.7 85.3 83.4 80.3 53.6 59.1 85.3 
170 69.6 75.6 70.7 42.8 37.7 63.4 82.6 85.2 83.5 80.5 53.9 59.3 85.2 
171 69.7 75.9 70.9 43.0 38.1 63.7 82.7 85.4 83.6 81.1 54.1 59.5 85.4 
172 70.1 76.1 71.2 43.5 38.5 64.1 82.8 85.7 84.0 81.6 54.5 59.9 85.7 
173 70.4 76.4 71.5 43.9 38.8 64.3 83.0 85.8 84.2 82.0 54.8 60.2 85.8 
174 70.5 76.6 71.8 44.1 39.1 64.6 83.1 85.9 84.5 82.2 55.1 60.4 85.9 
175 70.7 76.6 72.0 44.5 39.2 65.0 83.1 86.1 84.6 82.5 55.3 60.6 86.1 
176 70.9 76.9 72.2 44.7 39.7 65.1 83.3 86.2 84.8 83.0 55.5 60.9 86.2 
177 71.2 77.1 72.5 45.1 39.9 65.5 83.4 86.5 85.0 83.4 55.9 61.2 86.5 
178 71.5 77.4 72.7 45.4 40.2 65.9 83.5 86.7 85.1 83.6 56.1 61.4 86.7 
179 71.5 77.4 72.8 45.7 40.3 66.0 83.5 86.8 85.3 83.6 56.3 61.5 86.8 
180 71.8 77.7 73.0 46.0 40.7 66.3 83.5 87.1 85.5 83.8 56.6 61.8 87.1 

Initial temp. (℃) 8.0 
AVG. temp. (℃) 61.8 
Max. temp. (℃) 87.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31:1 (2022) 12~18

17

Table 3는 3시간 방화도어의 차연시험결과(KTL)이며, Table 
4는 3시간 방화도어의 공기누설량 시험결과이다. 탑승카는 양

압을 유지하여 유해가스의 혼입이 없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

였다.
방화도어 성능시험을 통하여 3시간 방화도어의 성능에 따른 비

상구난용 엘리베이터의 실용화 성능을 알 수 있었으며, 화재층 및 

화재층 상층부의 비상구난과 소방에도 실용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비상구난용 엘리베이터의 설치
Fig. 10은 본 비상구난용 엘리베이터의 구성도이다. 그림에서 

우측 출입문이 3시간 방화성능을 갖는 외부도어이며, 화재 시 구난

보조 장치로 유도레이저빔, 적외선열감지기, CCTV카메라, 동시통

화장치,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에 설치하였다. 또한 엘리베이터 탑승

카 및 출입구 양압장치, 탑승자의 호흡을 돕기 위한 급기장치, 승강

로 기기의 방수장치, 승강로 가압급기장치, 전기전자기기 방수방폭

장치, 소화수 배출장치, 비상동력공급장치, 비상운전 장치를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환경여건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설치하였다. 
Fig. 11는 3시간 차연, 차열, 차염 방화도어를 구비한 비상구난

용 엘리베이터 실물 사진이며, 나사렛 장애인학교에 설치되어 운

행 중인 30인승 6층 건축물이며 대표적인 대형 중증 장애인학교

이다. 

Fig. 8 Temperature sensor locations

Fig. 9 Temp. changes between 161 min and 180 min

Table 3 Test results for smoke resistance performance 

Description Test condition

Air leak rate 0 m3/h

Area 0.90 m × 2.10 m = 1.89 m2

Test
environmental

Atmospheric 
pressure (100.3 ± 0.2) kPa

Temp. (6.0 ± 0.5) ℃
Relative
humidity (73 ± 3) % R.H.

Table 4 Test results for air leakage

Differential pressure 
(Pa) 5 10 25 50 70 100 5 100

Air leak rate, front
(m3/min･m2)

0.20 0.29 0.47 0.72 0.90 1.16 0.20 1.16 

Air leak rate, rear
(m3/min･m2)

0.27 0.38 0.69 0.87 1.12 1.38 0.27 1.37 

Fig. 10 Compositions of emergency evacuation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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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재시 3시간 차연, 차열, 차염 방화도어를 구비

한 비상구난용 엘리베이터를 개발하였으며, 개발한 엘리베이터의 

화재 시 성능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차연, 차열, 차
염 효과가 3시간 이상 높게 나타남을 본 연구를 통하여 또한 출입

문이 닫힌 상태에서 출입문이 만나는 중앙부의 이중요철 교합부가 

방화성능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카본패킹 구조가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층건축물 

화재 시 본 비상구난용 엘리베이터가 화재층 및 상층부 인명의 피

난 및 비상구난에 매우 유용하고 신속하게 활용이 가능한 확실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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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stalled emergency evacuation elevator (Nazaret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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