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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화재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의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접하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나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6살 된 아들과 아내에게 화재가 나면 발코니를 통해 대피 할 수 있다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창고에 가득한 짐들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대피가 가능할지? 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이사한 후에는 측벽 세대라 발코니를 통해
이웃집으로 대피조차 할 수 없네요.

얼마전(2014.08.27)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5항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한 항목 추가 되었습니다.

바로 「「실외기실외기 일체형일체형 하향식피난구하향식피난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실외기실외기 일체형일체형 하향식피난구하향식피난구」」는 기존의 대피방법과 다른, 평소 실외기를 두던 곳에 하향식사
다리를 결합하여 대피하는 방법입니다.

▒ 제품개요제품개요

1) 외부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와 하향식피난구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제품

2) 돌출발코니 타입의 하향식피난구로 하향식피난구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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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사양제품사양

 

확장형 디자인 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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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시공방법시공방법

 ① 브라켓 삽입 ② 포스트 설치 

③ 제품 준비 ④ 윈치를 이용한 설치 

▒ 장점장점

1) 대피공간 제거(공사비 절감)



2) 입주자의 생활면적 증가

3) 생활민원요소 완벽차단

① 실내형 하향식피난구 문제점 : 층간소음, 누수, 사생활 침해

4) 화재로 부터 안전

① 신선한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곳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탈출



② 피난구 뚜껑을 열면 아래층과 방재실에 경보음 발생

▒ 다양한다양한 디자인디자인

1) 삼성물산 제안

2) 울산상남지구 모형



3) LH 패턴

▒  자료제공자료제공

  www.smtech119.com

 

위 자료는 SMTECH119 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http://www.smtech119.com/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제품 카달록 등을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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