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이비 업체(페이퍼 컴퍼니)들이 생겨나 
 건설사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시설 

   - 국내 유일의 자체 생산공장보유 및 공장직판체재 

   - 유통마진의 축소로 국내 최저가 공급 

   - 기존의 하향식피난구(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중  

     최소의 SIZE 내경 610x640, 외경 650x680 

119Lad 

119 래드 기본시방서 



1. 형식승인서 ( 16단 최대-6m )  



2. 공장등록증 / 기업신용인증서 



3. 내화성능시험성적서 



4. 사업자등록증 / 본사 /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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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 및 건물의 변화 

   - 주거환경의 고층화 추세에 따라서 고층형 주거건물 및 상업 건물이 증가함에도 화재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임. 

   - 화재 시 기존의 소방장비나 안전시설은 인명구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 

   - 이에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국민의 편의증진과 건축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 

● 하향식 피난구 [ 119Lad ] 

   -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준하는 119Lad [하향식피난구]는 화재 시 가장 현실적인 대피수단임. 

1. 앞 건물로 인하여 소방차 접근 불가지역 화재   ◀ (좌측부터) 

2. 화염과 연기로 고가사다리의 접근이 불가능한 화재 

3. 고층화재로 고가사다리 접근 불가지역 화재 

● 고층건물 화재 현장 

1 2 3 

4. 제안배경 

   - 기존의 대피공간, 외기실, 발코니 등에 설치하므로 화재 시 인명구난에 가장 현실적인 대피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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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52호 2010년 2월 18일자로 공포, 시행)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④ (대피공간의 설치규정)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과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하향식 피난구는 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시행규칙 제14조 3항)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취득한 119Lad 

   -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은 제46조 5항에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를 확대하여 하향식 피난구를 추가. 

   - 기존의 대피공간, 외기실, 발코니 등에 설치하므로 화재 시 인명구난에 가장 현실적인 피난기구임. 

4. 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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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신설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③ 영 제46조제5항제2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 

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38호 2010년 03월 31일 공포) 

 

4. 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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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매립식 피난사다리 개요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의 바닥 슬라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 시, 주 출입구를 통한 피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해치를 열고 그 속에 축소형으로 접혀있는 사다리를 간단한 조작에 의해 아래층으로  

전개한 다음 그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2방향 피난조치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피난기구임. 

5. 하향식피난구 

1-3 제품사진 

1 2 3 상부뚜껑이 닫힌 형태 측부형태 상부뚜껑이 열린 형태 



5. 하향식피난구 



5. 하향식피난구 ● 경보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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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격 및 명칭 비고 

수납케이스 재질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SUS30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합격제품 

사다리 

본체 

Step 간격 374 

Step 폭 430 

재질 AL6061 
소방방재청 검정기준 합격품 

부식되지 않는 AL6061로 제작 

본체 사다리 

외경 내경 구분 적용높이 구분 적용높이 

650 X 680 610 X 640 

LAD-07단 2,470 ~ 2,890 LAD-13단 4,620 ~ 4,960 

LAD-08단 2,890 ~ 3,230 LAD-14단 4,960 ~ 5,310 

LAD-09단 3,230 ~ 3,580 LAD-15단 5,310 ~ 5,650 

LAD-10단 3,580 ~ 3,920 LAD-16단 5,650 ~ 6,000 

LAD-11단 3,920 ~ 4,260 

LAD-12단 4,260 ~ 4,620 

1. 재질 

2. 규격 

6. 규격 및 사용방법 



 

 

 

 

3. 119래드 제원 (접이식 사다리) 

6. 규격 및 사용방법 



4. 119래드 제원 (슬라이딩 사다리) 

6. 규격 및 사용방법 



5. 119래드 제원 (슬라이딩 사다리 16단 / 최대-6,000mm ) 

6. 규격 및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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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법 

6. 규격 및 사용방법 



7. 시공방법 

 
1. 시공프레임 설치법 (콘크리트타설 동시취부) 

  

- 슬라브 마감시 당해층 및 

직하층 노출콘크리트 주변에 잔손

질이 필요 없음. 도장만으로 

완벽한 견출완료  

- 슬라브 두께에 관계없이 시

공프레임으로 직하층천정 슬

라브노출부분에 균등한 마감

선을 유지함. 

- 시공프레임은 상부층으로 

재활용함. 

- 간단한 시공방법으로 공사

원가절감 및 효율적인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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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공방법 

2. 콘크리트타설 후 설치법 (후취부) 

 

    콘크리트 타설시 슬라브를 오픈시킨 

뒤 앙카로 수납케이스를 견고하게 

고정 시키고나서 틈새에 방수몰탈 

등으로 충전하여 충분히 보양한 후 

수납케이스 주위를 마감하는 공법 



8. 시공 및 적용사례 

  포스코엘시티       두산동백제니스   한화광교꿈에그린   현대   쌍암동   힐스테이트 



8. 시공 및 적용사례 

 청담동현대산업개발 달맞이유림노르웨이 거제장평유림노르웨이 센텀SK리버뷰 센텀대우푸르지오 



9. 생산시설 

1 

공장외부  공장내부  



10.     119래드 기본시방서 

 
 
 

 
1. 적용규정 
1)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 구획의 설치 기준) 3항 규정 및 국토해양   
부고시,(소방방재청고시)를 준수하여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난사다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헤치본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내화성능시험성적서를 득해야하며 
   내화성능시험에 제출된 내용과 상이한 불법제품을 써서는 안됨.  
4)특히 피난대피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지  않는 아래와 같은 제품을 써서는 않됨.  
                                          - 아 래-   
■헤치본체가 위 아래 2중구조(투피스)로 분리되어 내화성능검사가 불가한 제품  
■헤치내부에 2중 칸막이 등 화재시 비상탈출에 심각한 방해물이 설치된 제품  
■헤치상부두껑에 타일 시트지 등 피난대피기구로 인지가 불가능한 마감재를 사용한 제품  
■헤치상부두껑이 타일바닥과 일치되어 보행구역과 동선이 구분되지않아 상시 밟힘으로 인한 상판변형으로 단기간에  상부두껑 작동불 능이 야기    
되어 피난대피기구로써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있는 제품(하향식피난구는 설치후 수십년간 영구보존되는 제품으로서 설치후 A/S발생 요인이 없는 
제품이어야 함. 
2. 제품의 구조 및 성능 
1) 제품의 구성 및 재질 
① 해치본체 및 상하부덮개 / 재질:SUS 304, 치수:680*650(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검증필) 
②사다리 / 재질: AL6061 (SUS보다 내식성이 강함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방재청 검증필) 
                 - AL6061용도/선박,차량,기계부품,각종구조재용으로 국내피난사다리 재질중 내식성이 가장 우수함 
③ 헤치본체는 전체가Sus 304재질에  이음새가 없는 통구조(원피스)로 만들어져 내화성능검사 관련규정에 적법한 제품(제품의 원가를 낮추기 위
해 430,201등 일반철성분이 많이 함유된 재질을 써서는 않됨) 
2) 제품의 시공요건  
① 헤치본체상부는 화재진화시 진화용수 및 생활용수가 직하층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타일 마감면에서 20-30mm돌출시켜 시공하도록하며(방수
팩킹포함) 헤치상부두껑에는 화재시 피난대피기구임을 상시 인지 할수 있도록 가로35cm x 세로15cm이상의 
“피난사다리 스티커”(사용방법포함)를 부착 하도록 한다. 
 

119래드 하향식피난사다리 기본 시방서  
-  대표번호 1599-1190  -  



10.    119래드 기본시방서 

 
② 층고를 감안하여 사다리 높이와 단수를 결정하되 아래층 바닥면으로부터 50cm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제작한다.  
③ 해치 덮개는 화재시 신속한 개방에 방해되지않는 범위의 잠금장치를 하고 개방 될때는 당해층과 직하층의 홈네트워크와 화재수신반(건축물 관
리시스템, 경비실, 방재실을 통한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여야 한다, 
-. 덮개가 개방되었을시, 접점이 붙는 방식인 마그네트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공사범위 : 배관,배선공사(통신,소방업체분), 결선작업(피난사다리업체분) 
④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해치덮개를 열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⑤ 해치의 내부구조는 상부뚜껑 개방시 하부두껑도 자동개방, 동시에 아래쪽피난통로가 시야에 확보되어야하며 “감압기스위치”를 발로 누름과 
동시에 사다리가 전개되는 간편한 투터치(2동작)미만의방식으로 화재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져야 한다.(헤치내부에는 신속한 대피에  방해가되는 
어떠한 칸막이도 설치할 수 없다) 
⑥ 층간소음 2중차단 및 방수를 위하여 헤치상부면에 방수,소음방지패킹을,하부덮게는 25mm이상흡음패드를 부착 한다. 
⑦ 피난사다리에는 필히 “감속기”와 “레버기”가 부착되어 직하층 거주자의  안전을 위한 완만한  전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개후 레버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원상 복귀가 이루어지는 구조 이어야 한다.  
⑧ 수납함의 사면에는 콘크리트 타설시 뒤틀림등의 형상변형방지와 해치와 콘크리트의 단단한 접합(헤치와 콘크리트와의 구조체 형성)을 위하여 보
강대를 부착한다(1.2T 이상의 소재) 
⑨ 피난구의 상판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전체 엠보싱 형상이어야 하며 모서리는 자상방지를 위하여  
R(라운드) 처리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⑩ 피난구 상판내부에는 피난용 손잡이와 상판의 롤링 방지를 위하여 견고한 보강대를 부착한다(규격 600*150) 

 
3. 시공법 
1) 피난구는 선 취부공법으로 시공하되 해치와 콘크리트와의 공극(크랙)방지를 위하여 119래드의 시공프레임공법으로 한다. 
2) 시공프레임은 3T이상두께의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충격에 변형이 없도록 견고한 구조이어야하며 상부층으로 지속적 재활용 가능한 구조로 제
작하도록 한다. 
 
4. 공사종료 
1) 공사종료는 통신등 연동과 TEST 결과까지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