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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력 인원수에 따른 군중하중의 크기에 관한 실험적 연구

The Size of Crowd Pressure According to Number of Persons

김 진 식
*1) 신 윤 호

**
최 수 경

***

                Kim, Jin-Sik     Shin, Yun-Ho   Choi, Soo-Kyung

Abstract

The resistance of crowd pressure is an important performance to be influential on safety of facility users among 

performances required for light weight walls of public facilities. This study has empirically evaluated the estimation of 

size of crowd pressure to be applied to a wall of structure. For the load analysis test, the force plate with stiffness of 

28 kN/cm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For inspectors, 15 males in the age of 20s were selected. The action of 

putting load was set as instantaneous push of plate and continuous push. As the load was increased linearly from the 

weight of inspector, the size of load was indicated as the load ratio. In case of instantaneous force, about 1.18 times 

the weight of pushing personnel was acted as a load. In case of continuous push, about 0.80 times the weight of 

pushing personnel was acted as a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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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나이(세) 체중(kg) 신장(cm)

평 균 25.1 80.6 175.5

표준편차 1.13 11.88 5.28

최소, 최대 24, 28 66, 102 170, 188

표 1. 검사원 개요

1. 서 론

다중이용시설의 칸막이벽에 요구되는 제반 성능 중에서 군중하중 저항성은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능이다.
1)
 

비내력 칸막이벽의 군중하중 저항성 시험에는 대개 BS 5234-2:1992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시험방법은 특히 

가력방법이나 적재하중 등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여 벽체의 강성을 상대평가 하는 것 이외의 의미는 찾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비내력 칸막이벽

의 군중하중 저항성 시험방법에서 실제와 부합하는 재하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얻기 위해, 가력 인원수에 따른 군중하중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검토하였다.

2. 하중해석 실험

2.1 힘판 제작

하중해석 실험을 위해 힘판을 직접 설계, 제작하였다. 힘판의 정격용량은 20 kN이며, 크기는 
L
1,800×

H
600×

T
36 mm, 강성은 28 kN/cm이

다. 힘판에 하중이 가해지면 뒤쪽에 설치한 4개의 로드셀(정격용량 5 kN)과 컴팩트 레코더(EDS-400A)를 거쳐 하중해석 프로그램(DAS-100A)

으로 신호가 전달된다.

2.2 검사원 선정

하중해석 실험을 위한 검사원으로는 건장한 20대 성인남성 15명을 선정하였다. 검사원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2.3 실험 방법

하중을 가하는 동작은 힘판에 양손을 댄 후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는 동작(순간적 가력)과 

10초간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동작(지속적 가력)으로 구분하였다. 2∼5인으로 구성되는 가력인원의 조합은 엑셀 랜덤함수를 이용하여 15명의 

검사원 중에서 각각 3개 그룹씩 추출하였다. 다만, 1인이 가력하는 경우는 15명 전원이 참가하였다. 동작별 가력횟수는 3회로 하였으며, 하중해석

을 위한 샘플링 레이트는 100 Hz로 설정하였다. 하중해석 실험 전경을 그림 1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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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중해석 실험 전경

(a) 순간적 가력의 경우 (b) 지속적 가력의 경우

그림 2. 히중시간 곡선의 예 (검사원 No. I)

(a) 순간적 가력의 경우 (b) 지속적 가력의 경우

그림 3. 체중과 하중과의 관계

(a) 순간적 가력의 경우 (b) 지속적 가력의 경우

그림 4. 가력 인원수와 하중비와의 관계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하중해석 방법

힘판에 하중을 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하중시간 곡선의 예를 그림 2에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순간적 가력의 경우, 최대하중(Pmax)과 작용시간(Δt)을 하중요소로서 도출하였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최대하중의 크기만 고찰하였다. 또한 지속적 가력의 경우는 하중이 시작되고 나서 2초 후부터(t1) 5초간(t2) 

측정된 하중의 평균값(Pavg.)을 산출하였다.

3.2 검사원의 체중과 하중의 크기

검사원의 체중과 하중과의 관계를 그림 3에 나타낸다. 동작의 종류나 가력 인원수에 관계없이 하중의 크기

는 체중에 비례하여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힘판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를 검사원

의 개인차를 소거해서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최대하중(Pmax) 혹은 평균하중(Pavg.)을 검사원의 체중으로 

나눈 하중비(Pmax/W, Pavg./W, W:체중)를 산출하여 하중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설정하였다. 

3.3 가력 인원수에 따른 하중의 크기

가력 인원수와 하중비와의 관계를 그림 4에 나타낸다. 

가력 인원수에 관계없이 하중의 크기가 일정한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벽 등에 사람들이 양손을 

대고 순간적으로 가력할 때는 체중의 약 1.18(±0.06)배

의 하중이 작용하며, 이를 한국인 성인남성의 평균체중(약 

71.4 kg)으로 환산하면 약 776.7∼867.7 N이 된다. 또한 

벽에 손을 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력할 경우에는 체중

의 약 0.80(±0.05)배의 하중이 작용하며, 이를 한국인 성

인남성의 평균체중으로 환산하면 약 524.8∼587.8 N이 

된다.

4. 결 론

다중이용시설 등의 칸막이벽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힘을 

가할 경우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힘

판을 설계, 제작하여 하중해석 실험을 실시하였다. 벽에 사람

들이 나란히 서서 가력할 경우 순간적 가력시에는 가력 인원

의 체중의 약 1.18배의 하중이 작용하였으며, 지속적 가력시

에는 약 0.80배의 하중이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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