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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levator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in the modern architectures, by means of 

transporting passengers and luggage efficiently. However, the pressure difference in buildings 

causes various problems in elevator operation such as functional disorder, noise, and equipment 

failu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imit of pressure difference that causes re-opening while the 

elevator door is closing. The mock-up test modelling air flow in an elevator hall was performed, 

and we found the pressure limit for the tested door. Two cases were set - the top floor elevator 

and the lobby floor elevator in heating mode. The pressure limit were 50 Pa for top floor and 40 

Pa for lobby floor. The results show the elevator doors on the lobby floor were more vulnerable 

to an increase in pressure difference than on the top floor. 

주요어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문 오작동, 목업 실험, 샤프트 도어, 압력차

Keywords: Elevator, Elevator door malfunctioning, Mock-up test, Shaft door, Pressure difference

서 론

건물에서는 기계 설비의 운전, 건물 외부의 바람, 그리고 연돌효과로 인하여 실내 공간마다 

압력 분포가 복잡하게 나타난다(ASHRAE, 1993). 압력 분포는 건물 각 실 및 층 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며, 압력차의 크기가 커지면 기계 설비 운전, 실내 환경, 그리고 냉난방 부하 관점에

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고층건물에서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는 겨울에는 연돌효과로 

인한 압력차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건물의 고층 및 저층부에서는 샤프트(shaft)와 엘

리베이터 홀(hall) 사이의 강한 압력차로 인한 엘리베이터문의 오작동, 소음, 기기 고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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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건물 사용자들이 로비층에서 탑승하였을 때, 엘리베이터문이 정상

적으로 닫히지 않는 오작동 문제(ASHRAE, 1993; Jo et al., 2007), 엘리베이터문이 닫혀져 

있을 때 틈새 기류로 인한 소음 및 도어의 진동 소음(Lee et al., 2015; Yoon et al., 2020), 그리

고 기술된 문제들의 장기적 발생으로 인한 기계 고장 등은 건물 압력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표

적인 엘리베이터 문제이다. 이중 엘리베이터문 오작동 기준은 국외연구(ASHRAE, 1993)에

서 제시한 25Pa 데이터를 국내연구(Jo et al., 2007)에서 다루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국내 엘리

베이터문 압력차 문제 발생 기준으로 25Pa이 사용되고 있다. 2개의 고층건물을 측정한 연구

(Lee et al., 2015)에서는 엘리베이터 틈새 소음에 대한 기준으로 약 35Pa 데이터, 6개의 고층

건물에서 사용자 불만 자료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류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다양한 압력차

가 제시된 바 있다(Yoon et al., 2020). 고층건물에서의 압력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건축

적, 설비적 해결방안이 다루어졌지만 엘리베이터문 오작동 문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압력

차 기준 및 기술 표준 마련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엘리베이터에 관한 다양한 기술 표준들(ASME A17.1/CSA B44 Handbook, 2016; EN 

81-20, 2020)에서는 리프트 하중, 작동 및 안전 등 다양한 관련 항목 별 요구사항, 시험 방법, 

평가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건물에 발생하는 압력차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화재 

시 샤프트 압력 제어 및 연기 제어 등에 관한 항목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건물에서 자연적

으로 발생하는 압력차에 기인한 도어의 운행 장애, 오작동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전 기준 

및 요구사항 등이 다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건물 압력에 따른 엘리베이터문의 오작동 문제와 관련한 기초 연구로, 건물 압력

차에 의해 발생하는 도어 재열림(re-opening) 문제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물 규모의 

엘리베이터 목업(mock-up)을 구축하고, 선정된 엘리베이터문에 유도되는 압력차 증가에 따

른 재열림 발생 압력기준(Pa)을 규명하였다. 

엘리베이터문 개폐 원리

엘리베이터문의 구조 및 작동 원리

엘리베이터문은 샤프트 도어(shaft door)와 카 도어(car door)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see 

Figure 1). 샤프트 도어는 모든 층마다 있으며, 엘리베이터 카(car)가 없을 때 샤프트(shaft)와 

홀(hall) 사이를 안전하게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카 도어는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 했을 때 보

이는 도어이다. 카는 샤프트 마다 한대씩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며 

승객 또는 화물 등을 운반한다. 

엘리베이터문은 천정에 설치된 레일(rail)에 롤러(roller)가 걸쳐진 형태로 수평방향으로 

움직이며, 카에 설치된 모터를 주 동력원으로 톱니 벨트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한다. 카가 해

당 층에 서면 카 도어가 열리기 시작할 때 커플러(coupler)라는 장치를 통해 샤프트 도어가 카 

도어에 결속되어 함께 열린다. 이때 샤프트 도어의 잠금 장치인 인터록 시스템(interlock 

system)이 해제되며 샤프트 도어가 카 도어와 함께 열릴 수 있다. 엘리베이터문이 닫히는 시

점에서는 커플러의 결속은 해제되며 샤프트 도어의 인터록이 닫힌다. 카가 떠난 후에도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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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도어는 안전상의 이유로 항상 닫힌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스프링 또는 무게 추 등에 

의해 닫힘 상태를 유지한다.

Figure 1. Common elevator door and main components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닫힘 에너지

엘리베이터문의 닫힘력에 관한 안전기준(최대값)은 미국 기계 학회(ASME A17.1/CSA 

B44 Handbook, 2016)의 경우 135 N 으로, 유럽 표준(EN 81-20, 2020)은 150 N 로 제한한다. 

그리고 닫히는 도어의 평균 운동에너지에 대한 최대값은 10 J 로 동일하다. 닫히는 도어의 운

동에너지 계산은 샤프트와 카 도어 전체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도어의 운전 장치와 도

어 패널에 연결되는 변속기, 그리고 견고하게 결속된 모든 부품의 무게도 포함된다(Koshak, 

2015). 전체 엘리베이터문의 무게()와 도어의 평균 닫힘 속도( )를 이용한 도어의 닫힘 

에너지(
) 계산은 식 (1)과 같다.









 (1)

엘리베이터문은 안전 기준에 만족하기 위해 도어 무게에 따라 닫히는 운행 속도를 제한하

며, 일반적으로 2초 내외의 시간에 이동을 완료한다.

재열림(re-opening)의 발생 원인

엘리베이터문이 닫히도록 운전 시스템에 입력되면, 인터록에 닫힘 신호가 전달될 때까지 도어

는 멈추지 않고 닫힌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문이 닫히는 중 비정상적인 승강기 상황이 감지되면 도

어는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시 열릴 수 있다. 이를 재열림(re-opening)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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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림 현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문이 닫힐 때 승객 또는 화물의 끼임을 감지

하는 센서(예, 멀티빔)의 감지가 있다. 그러나 끼임 센서에서 감지되지 않아도 재열림이 작동

될 수 있으며, 감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아래 설정 사항은 일반적인 도어 사항으로 제

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 도어의 닫힘 시작 명령 후 설정된 특정 시간이 경과하여도 인터록 시스템으로부터 닫힘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2) 도어의 닫힘 시작 명령 후 설정된 닫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모터에 흐르는 전류(부하)

가 임계 값을 초과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홀 사이에 압력차가 존재할 때, 엘리베이터문이 열리면 일시적으로 

압력차가 0이 된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문이 닫히는 과정에서는 사이간격이 좁아질수록 압력

차가 증가하며 원래의 압력차와 같아진다. 이 때, 도어를 정면방향으로 밀거나 당기는 방향으

로 압력이 커지면, 도어의 이동을 방해하여 모터의 과부하가 감지되거나 인터록에 닫힘 신호

가 오지 않게 되어 재열림이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재열림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엘

리베이터문의 허용 압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험 개요

목업(mock-up) 구축

엘리베이터문의 오작동이 발생되는 압력차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물 목업 실험을 

수행하였다. 목업의 개념은 건물의 최상층 및 로비층에 위치한 카의 묘사가 가능하고 냉방 및 

난방 기간에 따른 기류 방향의 묘사가 가능하도록 Figure 1(a)와 같이 도출하였다. ①과 ②는 

각각 카의 위치를 묘사해 주기 위한 개구부로, 각각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①을 열

면 로비층, ②를 열면 최상층에 정차한 카를 묘사할 수 있다. ③은 샤프트로의 기류 방향 및 압

력을 조절할 수 있는 공기유동장비이다. Figure 2(b)는 개념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구축된 실

물 크기의 목업사진을 보여준다. 

Figure 2. Design and build the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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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차의 범위는 건물과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 반영

하기 위해, 목업 실험에서 유도되는 압력차는 0 Pa 부터 150 Pa까지 10 Pa 간격으로 설정하였

다. 난방기간 로비층에서 정지한 카를 묘사하기 위해, 홀에서 가압을 하고 샤프트 상부로 기류

가 상승하도록 목업을 설정하였다. 실험 대상 엘리베이터문은 일반 오피스 건물에서 주로 사

용되는 높이 2100 mm, 폭 1000 mm의 도어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엘리베이터문은 멀

티빔 등의 센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결합된 샤프트 및 카 도어의 총 무게는 130 kg 이다. 

실험은 엘리베이터 샤프트 도어의 사이간격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진행하였다. 해

당 도어의 제조사가 설정한 도어 사이간격 11 mm 를 임계 값으로 설정하였다. 도어가 닫히지 

않고 사이간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력차에서 앞서 기술된 도어의 오작동 문제

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각 압력차에서 2회씩 측정하였으며, 매회 측정 시 측정자가 사이

간격의 눈금을 읽고 이를 기록하였다(See Figure 3). 도어의 오작동 판단 여부는 두 측정 값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Figure 3. Description of the test method

실험 결과

목업은 실내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목업 내외부 온도 모두 상온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Figure 4 및 Figure 5는 대상 테스트 도어의 오작동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각각 겨울철 최상층

(top floor) 및 로비층(lobby floor)에 정차한 카를 묘사하도록 목업을 설정하였다.

최상층과 로비층을 묘사한 목업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압력차 증가에 따라 도어 사이간격

이 점차 멀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도어에 정면 방향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도어의 이동

을 저해하여 운동에너지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상층을 묘사한 목업에서 0 Pa 부터 50 

Pa 까지는 도어의 사이간격이 임계 값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약 54 Pa 부터는 입계 값을 초과

하였다. 따라서 최상층에서 해당 엘리베이터문에서는 설정된 임계 값을 초과하지 않는 허용 

압력차(∆ limit)는 약 50 Pa 수준으로 실험결과 확인되었다. 로비층을 묘사한 목업에서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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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부터 40 Pa 까지는 도어의 사이간격이 임계 값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약 42 Pa 부터는 사

이 간격이 점차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해당 엘리베이터문에 대하여 설정된 임계 값을 

초과하지 않는 허용 압력차는 약 40 Pa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두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최상층 보다는 로비층의 엘리베이터문이 압력차 증가에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층의 경우 동일한 압력차 변화구간에서 임계 값 초과 지점이 약 

12 Pa 더 낮았으며, 150 Pa 에서 사이간격이 약 100 mm 로 최상층(약 53 mm) 보다 40 mm 이

상 더 벌어졌다. 

Figure 4. The mock-up test result modeling the top floor in heating mode

Figure 5. The mock-up test result modeling the lobby floor in heat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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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압력차에 따른 엘리베이터문의 오작동 문제에 관한 실험으

로, 실물 크기 규모의 목업 실험을 통하여 도어의 오작동이 발생하는 압력차를 도출하였다. 

실험 결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홀 사이의 압력차가 증가함에 따라 도어 사이간격이 증가하

는 것(엘리베이터문 오작동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대상 도어의 오작동은 최상층에서 약 50 

Pa, 로비층에서 약 40Pa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물에

서 발생하는 압력차가 엘리베이터문의 운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기술된 엘리베이터문의 오작동 메커니즘과 실험 과정에서 설정된 조건들은 

건물에서의 공기 유동 특성 및 엘리베이터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향후, 건물의 냉난방 

모드, 공기 유동의 방향, 도어의 크기 및 작동타입 등에 따른 엘리베이터문 오작동을 판단할 

수 있는 허용 압력차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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